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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아이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774번길 30
하재승
실내건축

상 호
영 업 장 소
대 표 이 사
영 업 종 목

(주) 시아이디 건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774번길 30
하재승
건축공사, 주택건설업, 소방공사업,
부동산개발

Construction / Interior / Development

    (주)시아이디 
    (주)시아이디 건설 

Construction / Interior / Development



(주) 시 아 이 디

대 표 이 사     하 재 승

(주) 시 아 이 디 건 설

대 표 이 사     하 재 승
본인감은 사용인감입니다.

공사지명원

금번 귀 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도급지명을

받고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명원을  제출하오니
 
심의  하신 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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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2008 실내 건축공사업 면허취득·상호변경 (주)시아이디

본사 및 사업장을 해운대구 중동으로 이전2011(주)시아이디건설 설립 2009

주택건설 사업자 취득 (시아이디건설)2015 2021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2013

1989 (주) 경도상사 설립

CEO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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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일련번호  : PPR-2020-4-41251-X

교부번호  : SCRI-20200514-509

기   업   체 (주)시아이디건설 기업신용평가등급

대    표    자 하재승

BBB-
법 인 등 록 번 호 180111-0736190

사 업 자 등 록 번 호 617-81-87425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774번

길 30(중동, 해운대신시가지 경동메르

빌 제109동 201호)

재 무 결 산 기 준 일 2019년 12월 31일

등   급   평   가   일 2020년 05월 14일

등  급  유  효  기  한 2021년 05월 13일
상기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임
제  출  처  및  용  도 공공기관 제출용

(주)시아이디건설 귀중

1. 본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조회업을 허가 받은 SCI평가정보(주)에서 

   발행하는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사후 평가절차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본 확인서는 당사의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거하여 일정시점에서 기업의 전반적인 신용도를 평가하

   여 나타낸 것으로 당해 기업의 채무이행능력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 본 확인서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 및 상거래 신용도 확인에 활용되며, 그 활용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 확인서에 대한 확인 및 문의는 당사 홈페이지(www.bizrating.co.kr) 혹은 SCI평가정보(주)

   (tel.02-514-3000)로 하실 수 있습니다.

SCI평가정보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욱    성

(주)시아이디건설시공평가평가Certificate

기  업  개  요

일련번호  : PPR-2020-4-41251-X

기  업  체  (주)시아이디건설 법  인  등  록  번  호 180111-0736190

대  표  자  하재승 사 업 자 등 록 번 호 617-81-87425

설 립 일 자  2010.11.15 종    업    원    수 25 명

기 업 형 태  일반법인 기    업    규    모 중소기업

업        종  건물 건설업(F411) 주  요  매  출  품  목 건설업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774번길 30(중동, 해운대신시가지 경동메르빌 제109동 201호)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매 출 액

당기순이익

2017년 12월 2018년 12월 2019년 12월

3,828 3,912 6,797

2,031 2,425 4,048

14,408 19,174 15,898

317 437 1,687

주 요 재 무 현 황

※ 주 : 결산기 변경으로 인하여 결산월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재무비율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주 요 재 무 비 율

209.59 280.87 281.35유     동     비     율(%)

27.22 26.40 16.56차 입 금 의 존 도(%)

88.47 61.32 67.92부    채    비    율(%)

0.00 2.20 73.74총  자  산  증  가  율(%)

0.00 33.08 -17.09매  출  액  증  가  율(%)

7.53 4.95 2.97총  자  본  회  전  율(회)

16.76 12.65 16.47매 출 채 권 회 전 율(회)

2.38 2.42 10.75매출액영업이익율(% )

2017년 12월 2018년 12월 2019년 12월구          분

2.20 2.28 10.61매출액경상이익율(% )

특기사항 없음.

특 기 사 항

등  급 등급의 정의

AAA 전반적인 신용도가 매우 우수하며, 장래 환경변화에 대한 안정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

AA 전반적인 신용도가 우수하며, 장래 환경변화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수준임.. 

A 전반적인 신용도가 우수하나, 장래 환경변화에 대한 안정성이 상위 등급보다는 열위한 수준임

BBB 전반적인 신용도가 양호한 수준이나, 장래 환경변화에 대한 안정성 면에서 다소 불안한 요소가 있음.

BB 신용도에 문제는 없으나, 장래 환경변화에 대한 안정선 면에서 불안한 요소가 있음. 

B 단기적인 신용도에 문제는 없으나, 장래 환경변화에 대한 안정성은 낮은 편임.

CCC 신용도가 의문시되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음.

CC 신용상 위험요소가 많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음.

C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용상태가 불량함.

D 채무불이행 상태임.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정의

※ 주 : 상기 등급 중 AA부터 CCC까지는 당해 등급 내 상대적 우열에 따라 ‘+’ 또는 ‘-’를 부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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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3
오성플라스틱 기숙사 증축공사

통영 대건한의원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2011.02

2011.05 

오성플라스틱

대건한의원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70,400,000

478,500,000

대동스프링 창고 증축공사2011.04 대동스프링 357,000,000

부전동 대동빌딩 신축공사

서면안과 리모델링 공사

2012.06

2012.10 

주식회사 대동이엔씨

서면안과

3,135,000,000

880,000,000

장림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및 기타공사2012.11 서부교육지원청 857,000,000

해운대 루이스해밀턴호텔 신축공사2012.09 (주)코스트꼬레아 4,950,000,000

WORK LIST 공사실적

(주)시아이디건설

159,000,000

15,400,000,000

6,160,000,000

울산 코너스톤빌딩 신축공사2013.01 주식회사 코너스톤

해운대 중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2013.01 최영주

주례동 00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2013.02 (주)청우디엔씨

합  계   32,446,900,000원

2014
김해 내동 근린생활시설 중 토목가시설공사

복천동 미루숲 근린생활시설

2014.02

2014.06 

(주)진주

미루숲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599,000,000

203,500,000

금정중학교 장애인용 승강기 증축공사2014.07 금정중학교 56,000,000

마리아모자원 소방설비공사2014.07 마리아모자원 54,500,000

부산경상대학교 학생기숙사 신축공사2014.07 부산경상대학교 1,045,000,000

김해 외동 H-TOWER 신축공사(근린생활시설)2014.08 (주)에이치엘디앤시 5,335,000,000

송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2014.04 해맞이 990,000,000

8,283,000,000원합  계  

WORK LIST 공사실적

(주)시아이디건설

양산 HC-TOWER 신축공사(근린생활시설,양산제일병원)

마을나눔밥상 조성 리모델링 공사

2015.01

2015.09 

(주)시에이치파트너스

부산광역시 북구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13,585,000,000

149,930,000

동백초등학교 다목적강당실 및 급식실 증축공사2015.12 동백초등학교 2,240,000,000

166,638,930,000원

기장읍 대라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2015.02 싱싱대게 664,000,000

2015

2016
6,800,000,000

5,863,000,000

10,220,000,000

제주도 이도이동 근린생활 신축공사2016.06 다우빌딩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울진 센텀리치파크 아파트 신축공사2016.06 (주)케이비비

부산 센텀엘카사 아파트 신축공사2016.09 KB부동산신탁(주)

493,500,000

912,700,000

동삼동 복합건물 신축공사

송정동 190-4 다가구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2016.09 개인

2016.12 개인

합  계  24,289,200,000원

2017
제주시 한림읍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더존ICT그룹 부산영빈관 신축(건축)공사

2017.05

2017.09 

한림의원

(주)더존비즈온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1,265,000,000

2,624,000,000

개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2017.10 카사펠리체개발 박상환 5,656,000,000

동래 SUB TML 휠소터 인프라개선공사2017.11 (주)CJ대한통운 65,000,000

달서 TML 휠소터 인프라개선공사2017.07 (주)CJ대한통운 73,000,000

9,683,000,000원합  계  



2018

2019

해운대 우동 877-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오티스남부센터  신규 OPEN 사무실공사

2018.03

2018.06 

개인

(주)CJ대한통운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673,000,000

26,000,000

센텀엘카사 신축공사 중 발코니 확장공사2018.08 (주)엘앤에이치홀딩스 605,000,000

진주 SUB TML 휠소터 인프라개선공사2018.10 (주)CJ대한통운 46,000,000

대구동 SUB TML 휠소터 인프라개선공사2018.03 (주)CJ대한통운 80,000,000

1,430,000,000원합  계  

78,000,000

11,967,780,000

5,102,130,000

7,333,700,000

보수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진행중)

울진 부티크 호텔 신축공사

2019.04

2019.06 

(주)더에이치파트너스

(주)케이비비

더존 을지타워 리모델링 공사2019.10 (주)더존비즈온

더존 을지타워 저층부 리모델링 및 철거공사2019.10 (주)더존비즈온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김해,달서,달성 SUB 구조적 개선공사2019.03 (주)CJ대한통운

온양읍 대안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진행중)2019.06 (주)지음디앤시

합  계  16,066,500,000원

WORK LIST 공사실적

(주)시아이디건설

2020
부산경상대학교 학생 기숙사 신축공사

부산경상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실습동 건물 소방공사

2020.02

2020.06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2,060,400,000

15,400,000

포항 효사랑장례식장 신축공사 (진행중)2020.08 코아홀딩스 7,731,300,500

롯데월드 부산사택 신축공사 (진행중)2020.08 롯데월드 4,790,000,000

부산경상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실습동 건물 신축공사2020.06 부산경상대학교 2,508,000,000

17,105,100,500원합  계  

2008

WORK LIST

합  계

2008.01

2008.02

2008.03

2008.04

2008.04

2008.04

2008.05

2008.06

2008.06

2008.07

2008.07

2008.07

2008.08

2008.10

2008.10

2008.10

2008.11

2008.12

2008.12

2008.12

다정외과

부산지방노동청

삼성화재

해운대 간호학원

박시영 이비인후과

부산시청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청

박시영이비인후과

부산시 서부교육청

부산시 해운대교육청

삼성생명

코아컴

(주)싱코판

(주)호광유통

부산지방노동청

코아컴

에이플러스 피부과

부산지방노동청

에이플러스

울산 삼산동 다정외과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청사 인테리어공사

부산 삼성화재 수장공사

해운대 간호학원 인테리어공사

괘법동 박시영 이비인후과 인테리어 공사

부산광역시 자활센터 사무공간 배치공사

노동청 통영지청 화장실 보수공사

노동청 창원지청 관리과 3층 보수공사

박시영 이비인후과 인테리어 공사

화랑초등학교 교실 보수공사

기장중학교 복도 중창 교체공사

삼성생명 범천사옥 문화센터

두산 센텀아파트형 공장 홍보전시관

재송동 프리판 센텀점

해운대 국제식품 초원농원  인테리어 공사

노동청 본청 2층 근로감독 민원환경 개선공사

해운대 센텀 리더스마크 4302호 사무실공사 외

광안리 에이플러스 피부과의원 부분 공사

본청3, 4층 환경개선공사 외

에이플러스의원 인테리어 공사

150,000,000

94,500,000

 49,115,000

 41,900,000

 54,000,000

 56,637,000

 22,300,000

 36,180,000

20,000,000

125,609,000

 161,901,000

48,890,000

140,000,000

65,000,000

 421,000,000

 33,800,000

 29,700,000

19,932,000

 78,300,000

18,120,000

1,666,884,000원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WORK LIST 공사실적

(주)시아이디



WORK LIST 공사실적

(주)시아이디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2009

합  계

2009.01

2009.02

2009.04

2009.05

2009.06

2009.06

2009.06

2009.07

2009.08 

2009.08

2009.08

2009.09

2009.10

2009.11

2009.11

아이비리그학원

부산지방노동청

삼성생명 범천동사옥

기장읍 사무소

부산지방노동청

케이티비투자증권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해운대 BAR 쉬작

하병원

삼성생명

삼성생명

피자헛

피자헛

피자헛

연산동 갑외과

아이비리그학원 실내 인테리어공사

부산센터 업무시설 공사 외

삼성생명 창원지점 원상복구공사

기장읍 사무소 소회의실, 읍장실 인테리어공사

부산지방노동청 북부센터 구내식당, 컨벤션실

케이티비투자증권 원상복구공사

기장군청 도시관리공단 청사 인테리어공사

해운대 BAR 인테리어공사

괴정 하병원 내장공사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원상복구공사

삼성생명 고려빌딩 원상복구공사

피자헛 연산점 리노베이션공사

피자헛 광복점 리노베이션공사

피자헛 울산롯데점 리노베이션공사

연산동 갑외과 인테리어공사

37,500,000

18,600,000

11,000,000

29,800,000

56,200,000

13,000,000

17,800,000

75,000,000

973,500,000

88,900,000

19,900,000

126,000,000

237,600,000

73,700,000

162,000,000

1,940,500,000원

WORK LIST 공사실적

(주)시아이디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합  계

2010
2010.01

2010.01

2010.01

2010.02

2010.03

2010.03

2010.03

2010.04

2010.04

2010.05

2010.05

2010.06

2010.06

2010.06

2010.06

2010.06

2010.07

2010.08

2010.08

2010.08

2010.09

2010.11

(주)삼정

대우약국

푸른내과

대신여중

(주)보수종합시장

흥국건설(주)

청의당한의원

피자헛

고용지원센터

사직동한의원

피자헛

피자헛

피자헛

노동청

피자헛

피자헛

피자헛

프리판

피자헛

피자헛

피자헛

피자헛

해운대 엘리움 신축공사중 인테리어공사

괴정 대우약국 인테리어공사

남산동 푸른내과 인테리어공사

대신여자 중학교 체육실 개수공사

(주)보수종합시장 상인교육장 인테리어공사

흥국건설(주)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광안동 청의당 한의원 인테리어공사

피자헛 장유점 리노베이션공사

부산북부 종합고용지원센터 인테리어공사

사직동 한의원 인테리어공사

피자헛 대구 동성로점 리노베이션공사

피자헛 김해 어방점 델코매장 리노베이션공사

피자헛 대구 성서점 델코매장 리노베이션공사

부산지방 노동청 지하식당 인테리어공사

피자헛 양산 2호점 내/외부 리노베이션공사

피자헛 거제점 내/외부 리노베이션공사

피자헛 김해 내동 리노베이션공사

청담동 프리판 내부공사

피자헛 마산합성 2호점 리노베이션공사

피자헛 경성대 2호점 리노베이션공사

경주 명동점 리노베이션공사

피자헛 동아대점

1,265,000,000

17,000,000

18,000,000

13,990,000

19,000,000

44,000,000

52,000,000

57,000,000

19,500,000

40,000,000

242,000,000

45,700,000

57,000,000

18,000,000

146,000,000

230,000,000

12,000,000

176,000,000

132,000,000

24,200,000

74,140,000

95,700,000

2,798,260,000원



WORK LIST 공사실적

(주)시아이디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2011

합  계

2011.02

2011.03

2011.03

2011.04

2011.04

2011.04

2011.04

2011.06

2011.07

2011.09

2011.09

2011.10

2011.11

2011.11

피자헛

센텀치과

대건한의원

피자헛

굿모닝병원

엘리움

엘리움

(주)삼정

피자헛

(주)한샘

피자헛

피자헛

프라임여성병원

피자헛

피자헛 스펀지점 리노베이션공사

해운대 센텀연세뉴욕치과 인테리어공사

통영 대건한의원 인테리어공사

피자헛 괴정점(RELO) 인테리어공사

엘리움 굿모닝 동물병원 인테리어공사

엘리움 여성병원 인테리어공사

엘리움 스튜디오 인테리어공사

초읍 삼정그린코아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

피자헛 대연점(RELO) 인테리어공사

센텀한샘빌딩 B1F~4F 인테리어공사

피자헛 명장2호점 실내인테리어공사

피자헛 부산대점 인테리어공사

김해 프라임 여성병원 인테리어공사

피자헛 구서점 인테리어공사

143,000,000

330,000,000

317,020,000

61,600,000

81,400,000

4,972,000,000

550,000,000

76,500,000

71,500,000

2,220,000,000

101,500,000

165,000,000

1,408,000,000

84,370,000

10,581,890,000원

WORK LIST 공사실적

(주)시아이디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2012.01

2012.01

2012.01

2012.01

2012.02

2012.02

2012.03

2012.04

2012.06

2012.08

2012.08

2012.10

2012.10

삼성에버랜드

넛지5

태아산업개발(주)

부산경상대학교

달북초등학교

삼성에버랜드

누들팬

하 이비인후과

복천박물관

피자헛

(주)한샘

서면안과

한림건설(주)

애버랜드 내부공사

해운대 NUDGE5 커피숍 자체프렌자이즈 공사

센텀 T-TOWER 공용부 디자인설계 및 인테리어공사

부산경상대학교 예술관 소극장, 회의실 인테리어공사

달북초등학교 복도 중창 교체 공사

삼성에버랜드 기계실 차수막 및 셔터 교체공사

누들팬 인테리어공사

하 이비인후과 인테리어공사

전시실 출입시설 및 유물정리실 리모델링

피자헛 대구 수성구 시지광장점 인테리어공사

한샘인테리어 롯데광복 직매장 인테리어공사

서면안과 인테리어 리모델링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M/H 건립공사

30,360,000

330,000,000

888,800,000

158,950,000

250,800,000

10,945,000 

45,100,000

132,000,000

167,200,000

216,700,000

69,300,000

638,000,000

1,210,000,000

4,148,155,000원

2012

합  계



WORK LIST 공사실적

(주)시아이디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2013

계속...

2013.01

2013.01

2013.02

2013.02

2013.02

2013.02

2013.03

2013.03

2013.03

2013.03

2013.03

2013.03

2013.03

2013.04

2013.04

2013.04

2013.05

2013.05

2013.05

삼성생명

삼성생명

흥국건설(주)

한국정책금융공사

커피 미스터더치

피자헛

NSR

피자헛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

(주)FCI

피자헛

피자헛

유니브 범천 7층 연수실 개소공사

금정지역단 교육장 개소공사

해마루학교 교사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부산지사 설계 및 공사관리

동래 커피 미스터더치 인테리어공사

피자헛 화명3호점 인테리어공사

NSR 안락점 인테리어공사

피자헛 개금점 인테리어공사

창원,신창원법인지점이전공사

삼성생명 범천 21,22,23,27층 환경개선공사

구미지점 이전개소공사

문전,부민지점 수선공사

통영지점 이전개소공사

울산중앙법인, 울산법인 이전개소공사

창원신설지점,반림지점,창원지점 교육장 개소공사

부산삼성법인 지점이전 개소공사

엘리움피부과 확장공사

피자헛 센텀점 인테리어공사

피자헛 다대점 인테리어공사

18,700,000

17,017,000

726,000,000 

30,000,000

88,000,000

71,500,000

21,560,000

236,500,000

60,390,000

146,146,000

33,990,000

48,378,000

40,645,000

101,651,000

69,410,000

34,980,000

77,000,000

231,000,000

70,400,000

WORK LIST 공사실적

(주)시아이디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2013

계속...

2013.05

2013.05

2013.05

2013.06

2013.06

2013.06

2013.06

2013.07

2013.07

2013.08

2013.08

2013.08

2013.09

2013.09

2013.10

2013.10

2013.10

2013.10

2013.11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

(주)코스트꼬레아

엘리움

동희산업

피자헛

삼성생명

부산경상대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

피자헛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

피자헛

해운대유니브 지점공사

서면유니브지점 환경개선공사

유니브 교육장공사

온천지점 환경개선공사

해운대 루이스헤밀턴호텔 인테리어공사

엘맘센터 인테리어공사

동희산업사옥 인테리어공사

피자헛 김해서부점 인테리어공사

거제지역단 교육장 개소공사

부산경상대 의무기록 실습실 개선공사

GA영남영업단, 교육장 환경개선공사

울산지역단(대영지점외3개) 환경개선공사

GA신규지점 개소공사(고려전자7층)

대구수성유니브지점 개소공사

피자헛 포항양덕점 인테리어공사

범천28층 부산DS지점개소공사

대구성서지점 이전개소공사

사하 공용부 공사

피자헛 신리점 인테리어공사

41,778,000

12,056,000

15,323,000

13,167,000

3,850,000,000

26,730,000

132,000,000

63,470,000

13,310,000

50,000,000

35,739,000

62,590,000

55,990,000

37,840,000

54,280,000

28,600,000

39,050,000

48,860,000

69,300,000



2013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합  계  

WORK LIST 공사실적

(주)시아이디

2013.11

2013.11

2013.11

2013.11

2013.11

2013.12

2013.12

2013.12

2013.12

2013.12

2013.12

2013.12

2013.12

2013.12

2013.12

피자헛

진영푸드(주)

SK Telecom

노스케이프

삼성생명

삼성생명보험(주)범천동

삼성생명보험(주)범천동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

피자헛 더키친 서면점 인테리어공사

루마니아 영사관 인테리어공사

SK Telecom 민락 대리점 인테리어공사

노스케이프 밀양점 인테리어공사

KTB부산빌딩 건축내부공사

삼성생명 마산 신인육성센터 인테리어공사

삼성생명 창원사옥 신인육성센터 인테리어공사

서면지역단 DI센터공사

구포양산지역단(교육장,신인육성센터)

장승포지점 환경개선공사

김해지역단 업무과및 연수실 환경개선공사

중앙지역단 사상지점 환경개선공사

부산중앙지역단 사하빌딩 환경개선공사

금정지역단 환경개선공사(17,18,18F)

울산 육성센터 및 지점 환경개선공사

286,000,000

38,500,000

42,000,000

50,050,000

13,134,000

41,800,000

84,200,000

43,670,000

40,348,000

44,550,000

85,030,000

18,018,000

19,580,000

43,670,000

44,550,000

7,886,450,000원

계속....

한샘 키친바흐 전시장 창원점 인테리어공사

정산인터내셔널 회장실 및 사장실 인테리어공사

부산경상대학교 무술실습실 환경개선공사

센텀 한샘플래그샵 지하부엌관 리모델링공사

한샘키친바흐 전시장

노스케이프 남포점 인테리어공사

올리비아 하슬러 대구대신점  인테리어공사

올리비아 하슬러 충무점 인테리어공사

한샘 부산직매장 3층 카페로신제품 전시개선공사

피자헛 부산정관점 인테리어공사

가야영안교회 1층 내장공사

형지양산물류센터 5층 냉난방공사

형지양산물류센터 내부철거공사

피자헛 밀양점 인테리어공사

노스케이프 부산괴정점 인테리어공사

올리비아하슬러 부산괴정점 인테리어공사

부산 괴정사옥 12F 락앤웍 시설공사

부산 괴정사옥 11F 사무실 시설공사

부산 괴정사옥 상설 인테리어공사

부산지방경찰청 기동 2중대 개보수공사

2014.01

2014.02

2014.02

2014.03

2014.03

2014.04

2014.04

2014.04

2014.05

2014.05

2014.05

2014.06

2014.06

2014.06

2014.06

2014.06

2014.06

2014.06

2014.06

2014.06

(주)한샘

(주)정산인터내셔널

부산경상대학교

(주)한샘

(주)한샘

패션그룹형지

패션그룹형지

패션그룹형지

(주)한샘

피자헛

가야영안교회

패션그룹형지

패션그룹형지

피자헛

패션그룹형지

패션그룹형지

패션그룹형지

패션그룹형지

패션그룹형지

부산지방경찰청

129,250,000

185,900,000

69,500,000

49,170,000

12,680,000

38,500,000

16,940,000

25,630,000

12,100,000

73,700,000

300,000,000

15,400,000

49,500,000

77,540,000

83,600,000

61,600,000

112,860,000

22,110,000

121,000,000

105,000,000

2014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WORK LIST 공사실적

(주)시아이디



2014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WORK LIST 공사실적

(주)시아이디

합  계  2,290,800,000원

123,860,000

14,850,000

37,500,000

112,200,000

92,510,000

45,100,000

75,000,000

63,800,000

33,000,000

131,000,000

형지 양산물류센터 사무동 5F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올리비아하슬러 구미동아백화점 인테리어공사

부산백병원 임상시험센터 청사관5층             

이핏스튜디오 힐탑점 인테리어공사

부산 형지괴정사옥 12F 풀잎채 시설공사

덕천동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인테리어공사

황현희 소아청소년과의원 인테리어공사

라파미유 레스토랑 인테리어공사

피자헛 부산연산점 인테리어공사

부산괴정사옥 11F 쿠우쿠우 시설공사

2014.07

2014.07

2014.07

2014.07

2014.07

2014.08

2014.08

2014.09

2014.09

2014.10

패션그룹형지

패션그룹형지

부산백병원

이핏스튜디오

패션그룹형지

삼정그린코아

황현희소아청소년과

라파미유

피자헛

패션그룹형지

1,138,000,000

282,300,000

132,000,000

84,500,000

125,000,000

63,800,000

102,300,000

30,000,000

47,900,000

121,000,000

95,200,000

61,500,000

60,200,000

77,200,000

16,500,000

55,000,000

66,000,000

41,500,000

52,400,000

58,300,000

77,100,000

82,400,000

지펠리체 뷔페&웨딩홀 인테리어공사

송정동 넛지파이브 인테리어공사

패션그룹 형지 양산물류센터 4F 풀잎채공사

부산경상대학교 부속유치원

내시경실 리모델링 공사

까스텔바작 진주정촌점 인테리어공사

괴정 형지 3층 바르미 시설공사

부산경상대 우체국 공사(창업센터)

부산경상대학교 학생회관 인테리어공사

E-FIT스튜디오 역산점 인테리어공사

까스텔바작 대청직영점 인테리어공사

까스텔바작 포항대흥점 인테리어공사

부산백병원 본관 내부공사

까스텔바작 하단 직영점 인테리어공사

영도해양박물관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피자헛 양산역점 인테리어공사

엘리움 3층 사무실공사

까스텔바작 양산패션라운지점

까스텔바작 부산 범일점 인테리어공사

까스텔바작 부산 노포점 인테리어공사

피자헛 거제옥포점 인테리어공사

부산백병원 화재안전시설 보완공사

2015.01

2015.01

2015.01

2015.01

2015.02

2015.02

2015.02

2015.02

2015.02

2015.03

2015.03

2015.03

2015.04

2015.04

2015.04

2015.04

2015.05

2015.05

2015.05

2015.05

2015.05

2015.05

 패션그룹형지

(주)넛지파이브

주식회사 가움

(주)화신학원

인제대학교병원

패션그룹형지

패션그룹형지

부산경상대

부산경상대

이핏홀딩스

패션그룹형지

패션그룹형지

인제대학교병원

패션그룹형지

영도해양박물관

피자헛

엘리움병원

패션그룹형지

패션그룹형지

패션그룹형지

피자헛

부산백병원

계속...

2015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WORK LIST 공사실적

(주)시아이디



55,000,000

32,800,000

51,300,000

430,000,000

247,000,000

246,000,000

19,300,000

44,000,000

47,400,000

60,000,000

250,000,000

36,000,000

279,700,000

120,000,000

38,500,000

28,600,000

58,000,000

233,000,000

130,200,000

200,000,000

45,600,000

피자헛 양산역점 인테리어공사

덕천삼정그린코아 단지 내 헬스장

까스텔바작 김해 진영점 인테리어공사

엘리움 피부성형외과 인테리어공사

엘리움 4F 직원식당 개선공사

한샘플래그샵 센텀점 3F 리뉴얼공사

김해프라임여성의원 카페테리아 인테리어공사

 까스텔바작 김해 장유점 인테리어공사

까스텔바작 경남 통영점 인테리어공사

중국 중경시 피부성형외과 여성병원 설계

중국 상해시 피부성형외과 설계

까스텔바작 구미 중앙점 인테리어공사

한샘플래그샵 센텀점 전시개선공사

주례 연세내과 인테리어공사

까스텔바작 울산 달동점 인테리어공사

기장대라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광안리 팡도르 인테리어공사

주례 바로척 신경외과 인테리어공사

중국 성도시 피부성형외과 여성병원 설계감리

중국 연태시 치과.피부성형외과 여성병원 설계감리

와우와플 울산점 인테리어공사

2015.05

2015.05

2015.06

2015.07

2015.07

2015.07

2015.07

2015.08

2015.08

2015.08

2015.08

2015.09

2015.09

2015.09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0

2015.11

2015.12

피자헛

삼정그린코아

패션그룹형지

엘리움병원

엘리움병원

한샘

프라임여성의원

패션그룹형지

패션그룹형지

중국 루예그룹

중국 루예그룹

패션그룹형지

한샘

연세내과

 패션그룹형지

(주)시아이디건설

팡도르

바로척 신경외과

중국 루예그룹

중국 루예그룹

와우와플

2015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WORK LIST 공사실적

(주)시아이디

합  계 5,440,100,000원

바우하우스 부산점 신축공사  인테리어공사

연서초등학교 환경개선공사

건설융합학습도서관조성공사

부산점 7F, 8F 매장공사

양산 송약국 인테리어공사

플래그샵센텀점 2F 침대신제품 마감공사 외

영도해양박물관 수족관연구실공사

피자헛 양산역점 인테리어공사

지식산업센터 인테리어공사

구내식당(갈매기홀) 환경개선공사

중국 연태시 와인리조트 설계감리

중국 상해시 신홍차오 성형병원 설계감리

롯데부산면세점 직원동선 환경개선공사

황금찬 본점 인테리어공사

2016.01

2016.01

2016.01

2016.02

2016.02

2016.02

2016.04

2016.05

2016.05

2016.06

2016.06

2016.06

2016.10

2016.12

CJ건설(주)

동래교육지원청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롯데부산면세점

송약국

(주)한샘

(주)사이엑스

피자헛

지식산업센터

부산지방경찰청

중국 루예그룹

중국 루예그룹

롯데부산면세점

(주)채움     

2016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3,058,000,000

190,500,000

19,500,000

58,100,000

74,800,000

19,500,000

13,970,000

75,900,000

330,000,000

44,000,000

128,000,000

1,500,000,000

18,931,000

130,000,000

5,661,201,000원합  계  

WORK LIST 공사실적

(주)시아이디



2017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5,381,299,363원

WORK LIST 공사실적

(주)시아이디

2018
일시              발주처                                  공 사 명                               공사금액

4,656,530,000원

2017.01 3,850,000,000

24,000,000

132,000,000

29,064,547

19,470,000

12,100,000

556,600,000

236,500,000

16,500,000

198,000,000

25,244,816

281,820,000

양산제일병원 양산 제일병원 인테리어공사

양산 제일병원 8F 인테리어공사

양산 제일병원 3F 도수치료실, 초음파실 인테리어공사

동삼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국립해양박물관 자원봉사자 휴게실 의무실 개선공사

국립해양박물관 사무 개선공사

더존비즈온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대구노인정 리모델링 공사

국립해양박물관 해안데크 조형물 설치공사

넛지5 67펜션 리모델링 공사

신평차량기지 검수고 정비반 및 월상대기실 개량공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전용교육장 인테리어공사

한샘플래그샵 센텀점 1F 거실관 리뉴얼 전시개선공사

더존비즈온 사무실 인테리어공사(11층)

양산제일병원 2층 인테리어공사

구청사 내부(2층 벽체) 시설개선공사

일광영빈관 인테리어공사

피자헛 연산점 인테리어공사

더존비즈온 사무실 인테리어공사(15층)

현대글로벌서비스 사무실 인테리어공사(6F,22F)

센텀엘카사 신축 공사중 수장공사

양산제일병원

양산제일병원

(주)시아이디건설

(주)한덕엔지니어링

(주)한덕엔지니어링

(주)한덕엔지니어링

(주)넛지파이브

(주)한샘

양산제일병원

강서구청

진영푸드(주)

현대글로벌서비스(주)

(주)시아이디건설

(주)더존비즈온부산지사

(주)더존비즈온부산지사

(주)더존비즈온부산지사

부산교통공사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주)더존비즈온

(주)청우개발

2017.01

2017.01

2017.03

2017.03

2017.04

2017.04

2017.05

2017.06

2017.06

2017.09

2017.10

2018.02

2018.03

2018.05

2018.05

2018.07

2018.08

2018.12

2018.12

2018.12

WORK LIST

2019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8,302,710,000원

2019.02 부산고등법원 56,920,000

2019.02 (주)더존비즈온 260,000,000

2019.04 양산제일병원 142,890,000

2019.04 대우월드마크 27,800,000

2019.05 카사펠리체 600,000,000

2019.05 (주)오공공에프앤씨 27,500,000

2019.05 마린파크 80,000,000

2019.05 농협하나로마트 18,600,000

2019.06 (주)더존비즈온 500,000,000

2019 피자헛

2019.10 (주)더존비즈온

2019.07 해운대 새마을금고 22,000,000

6,567,000,000

WORK LIST 공사실적

(주)시아이디



2020
일 시           발 주 처                                 공 사 명                              공사금액 

16,020,110,300원합  계  

WORK LIST 공사실적

(주)시아이디

2020.01 부산경상대학교 68,000,000

130,000,000

341,000,000

64,900,000

426,800,000

2020.01 부산경상대학교 231,000,000

2020.08~ 코아홀딩스 7,731,300,500

2020.08~ 

2020.08~ 

롯데월드 4,790,000,000

수영구

2020.03 부산경상대학교

2020.03 부산경상대학교

2020.04 (주)더존비즈온

1,177,000,0002020.04 (주)더존비즈온

2020.04 (주)더존비즈온

38,409,8002020.04 (주)더존비즈온

230,000,000

80,000,000

2020.05 (주)더존비즈온

2020.05 (주)더존비즈온

2020.07 (주)더존비즈온

657,800,0002020.06 (주)케이비비

53,900,000

THE
CREATIVE
WORK

(주)시아이디건설

CID  CONSTRUCTION



보수동 주상복합

CATEGORY

PROJECT

PLACE 중구 보수동

CONSTRRUCTION



BOUTIQUE HOTEL

CATEGORY

PROJECT

PLACE 경북 울진군 울진읍

CONSTRRUCTION

CASA FELICE

CATEGORY

PROJECT

PLACE 진구 개금동

CONSTRRUCTION



DOUZONE 영빈관

CATEGORY

PROJECT

PLACE 부산광역시

CONSTRRUCTION

CENTUM ELCASA

CATEGORY

PROJECT

PLACE 해운대구 우동

CONSTRRUCTION



CENTUM RICHPARK

CATEGORY

PROJECT

PLACE 경북 울진군 울진읍

CONSTRRUCTION

한림의원

CATEGORY

PROJECT

PLACE 제주시

CONSTRRUCTION



HC타워(근린생활시설,양산제일병원)

CATEGORY

PROJECT

PLACE 양산시 동면 석산리

CONSTRRUCTION

H타워(근린생활시설)

CATEGORY

PROJECT

PLACE 김해시 외동

CONSTRRUCTION



주례동 근린생활시설

CATEGORY

PROJECT

PLACE 부산광역시 주례동

CONSTRRUCTION

달동 코너스톤

CATEGORY

PROJECT

PLACE 울산광역시 달동

CONSTRRUCTION



베스트 루이스헤밀턴호텔

CATEGORY

PROJECT

PLACE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동

CONSTRRUCTION

DS타워

CATEGORY

PROJECT

PLACE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동

CONSTRRUCTION



다우빌딩

CATEGORY

PROJECT

PLACE 제주시 이도 이동

CONSTRRUCTION

통영대건한의원

CATEGORY

PROJECT

PLACE 경남 통영시 무전동

CONSTRRUCTION



THE
CREATIVE
WORK

(주)시아이디

CID  DESIGN 

DOUZONE 비즈온 사무실PROJECT

CATEGORY
PLACE 부산광역시



현대글로벌서비스 사무실

CATEGORY

PROJECT

PLACE 부산광역시

OFFICE

양산제일병원

CATEGORY

PROJECT

PLACE 양산시 석산리

HOSPITAL



CENTUM ELCASA

RESIDENCECATEGORY

PROJECT

PLACE 해운대구 센텀

RESIDENCE

부산광역시

개금동 주거오피스텔

CATEGORY

PROJECT

PLACE



CENTUM ELCASA

RESIDENCECATEGORY

PROJECT

PLACE 해운대구 센텀

CENTUM RICHPARK

RESIDENCECATEGORY

PROJECT

PLACE 경북 울진군 울진읍



와이너리 리조트

RESORTCATEGORY

PROJECT

PLACE 중국 연태시

와이너리 리조트

RESORTCATEGORY

PROJECT

PLACE 중국 연태시



와이너리 리조트PROJECT

PLACE 중국 연태시

RESORTCATEGORY

루예X엘리움 성형외과

HOSPITALCATEGORY

PROJECT

PLACE 상해시 신홍챠우



루예X엘리움 여성병원

HOSPITALCATEGORY

PROJECT

PLACE 중국연태시

루예X엘리움 여성병원

HOSPITALCATEGORY

PROJECT

PLACE 중국연태시



루예X엘리움 여성병원

HOSPITALCATEGORY

PROJECT

PLACE 중국연태시

루예X엘리움 여성병원

HOSPITALCATEGORY

PROJECT

PLACE 중국연태시



루예X엘리움 여성병원

HOSPITALCATEGORY

PROJECT

PLACE 중국연태시

루예X엘리움 여성병원

HOSPITALCATEGORY

PROJECT

PLACE 중국연태시



루예X엘리움 여성병원

HOSPITALCATEGORY

PROJECT

PLACE 중국연태시

루예X엘리움 여성병원

HOSPITALCATEGORY

PROJECT

PLACE 중국성도시



루예X엘리움 여성병원

HOSPITALCATEGORY

PROJECT

PLACE 중국성도시

루예X엘리움 여성병원

HOSPITALCATEGORY

PROJECT

PLACE 중국성도시



루예X엘리움 여성병원

HOSPITALCATEGORY

PROJECT

PLACE 중국성도시

루예X엘리움 성형외과

HOSPITALCATEGORY

PROJECT

PLACE 중국상해시



양산제일병원

HOSPITALCATEGORY

PROJECT

PLACE 양산시 동면 석산리

양산제일병원

HOSPITALCATEGORY

PROJECT

PLACE 양산시 동면 석산리



양산제일병원

HOSPITALCATEGORY

PROJECT

PLACE 양산시 동면 석산리

울산 제니스성형외과

HOSPITALCATEGORY

PROJECT

PLACE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울산 제니스성형외과

HOSPITALCATEGORY

PROJECT

PLACE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해운대 엘리움

SHOPCATEGORY

PROJECT

PLAC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엘리움여성병원

HOSPITALCATEGORY

PROJECT

PLAC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est Louis Hamilton Hotel

HOTELCATEGORY

PROJECT

PLAC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엘리움 9층 성형외과

HOSPITALCATEGORY

PROJECT

PLAC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프라임여성병원

HOSPITALCATEGORY

PROJECT

PLACE 경상남도 김해시



센텀연세뉴욕치과

HOSPITALCATEGORY

PROJECT

PLAC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

양산 패션그룹형지 지펠리체 웨딩홀

WEDDING HALLCATEGORY

PROJECT

PLACE 양산시 동면 석산리



양산 패션그룹형지 지펠리체 웨딩홀

WEDDING HALLCATEGORY

PROJECT

PLACE 양산시 동면 석산리

양산 패션그룹형지 지펠리체 뷔페

BUFFETCATEGORY

PROJECT

PLACE 양산시 동면 석산리



양산 형지 패션라운지 1, 2F

SHOPCATEGORY

PROJECT

PLACE 양산시 동면 석산리

NUDGE5

RESTAURANT

부산광역시 송정동

CATEGORY

PROJECT

PLACE



NUDGE5 CAFE

SHOPCATEGORY

PROJECT

PLACE 부산광역시 해운대

Best Louis Hamilton Hotel

HOTELCATEGORY

PROJECT

PLAC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est Louis Hamilton Hotel

HOTELCATEGORY

PROJECT

PLAC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림건설(주)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M/H 건립공사

MODEL HOUSECATEGORY

PROJECT

PLACE 세종특별자치시



한샘 플래그샵

SHOPCATEGORY

PROJECT

PLACE 부산광역시 센텀시티

양산 패션그룹형지 사무실

OFFICECATEGORY

PROJECT

PLACE 양산시 동면 석산리



양산 패션그룹형지 사무실

OFFICECATEGORY

PROJECT

PLACE 양산시 동면 석산리

지식산업센터

OFFICECATEGORY

PROJECT

PLACE 부산광역시 화명동



지식산업센터

OFFICECATEGORY

PROJECT

PLACE 부산광역시 화명동

정산인터내셔널 사무실

OFFICECATEGORY

PROJECT

PLACE 부산광역시 녹산동



정산인터내셔널 사무실

OFFICECATEGORY

PROJECT

PLACE 부산광역시 녹산동

노동청

OFFICECATEGORY

PROJECT

PLACE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동부고용지원센터

OFFICECATEGORY

PROJECT

PLACE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안동

명지엘크루 솔마레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CATEGORY

PROJECT

PLACE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프랜차이즈 /PIZZAHUT

SHOPCATEGORY

PROJECT

PLACE 부산광역시

Construction / nterior / evelopment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 건축시공 전문업체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718-6 CID 2F, 3F
CID 2~3F, 718-6 Jung-dong, Haeundae-gu, Busan, Korea

Tel : 051-731-6702  Fax  : 051-731-6703 

http://www.cid-in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