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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경제는 정부 주도의 온실경제에서 시장경

제라는 들판으로 옮겨져 냉혹한 국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저마다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통하

여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성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성하되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혜성기업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치밀한 분석력, 그리고 과감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1989년 창립이래 산업기계, 제약, 제분, 사료플랜트 분야에서 활발한 기업활동

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사료플랜트분야의 전 공사를 일괄수주 할 수 있는 자체 처리능력

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에너지 플랜트 산업플랜트, 저장용 탱크 및 사일로, 시스템 사업분야에 있

어 축척 된 노하우 전문적 자원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그간 쌓아온 기술과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부분을 확대화하여 건축, 설비, 석유화

학, 제철, 발전플랜트설비의 건설 및 장비분야의 Global Best Company를 지향하고 있습

니다.

이에 ㈜혜성기업은 기술과 신용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아울러 고객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

탁 드립니다.

대표이사 박 양 균

(주) 혜성기업

대표자 인사말



사 훈

합리적
사고

기술
존중 고객

감동

경 영 방 침

▪ 우리는 결과에 자존심을 건다.

▪ 우리는 미래산업의 주역이다.

▪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경영 이념

(주) 혜성기업



회사명 ㈜ 혜 성 기 업 대표이사 박 양 균

본사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10번길 45, 시화공단 4바 505-1
(성곡동 748-6)

전화
팩스

홈페이지

031-499-5322,3
031-499-5324
www.hyesung-m.com

E-mail su5324@chol.com

주요업종

산업용 기계
사료플랜트
환경플랜트
해외플랜트

(산업기계 및 설비, Vessel,
Tank, Silo, Piping 및
철 구조물 제작 & 설치)

종업원

300 명
- 한국본사:    35
- 국내현장:    65
- 캄보디아:   140
- 쿠웨이트:    60

2020년 기준

(주) 혜성기업

회사 개요



1989. 01. 19 혜성기업 설립

1999. 04. 01 주식회사 혜성기업 법인으로 전환

2001. 02. 15 공장 신축 이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3마 707호)

2001. 05. 22 전문 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2004. 10. 06 자본금 증자

2004. 12. 22 대한설비건설협회(기계설비공사업) 회원 등록

2005. 03. 30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2009. 06. 01 캄보디아 투자법인 설립

2011. 04. 1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2011. 07. 20 특허취득 (특허 제10-1051972호)

2011. 11. 18 현 주소지로 공장 확장 이전
(경기도안산시단원구번영로10번길45,시화공단4바505-1)

2011. 12. 23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12. 08. 22 해외건설업신고필증 발급

2013. 03. 22 특허취득 (특허 제10-1248560호)

2015. 06. 2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5. 08. 27 특허취득 (특허 제10-1549688호)

(주) 혜성기업

회사 연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10번길 45, 시화공단 4바 505-1
(성곡동 748-6)

(주) 혜성기업

회사 위치



대표이사

사료사업부

생산부관리부 국내
사업부

기술
영업부

기업부설연구소

해외
사업부

환경및산업플랜트
사업부

(주) 혜성기업

조 직 도

R.P.C 
사업부



▪ 회 사 명 :  HYE SUNG (Cambodia) Co.,Ltd.

▪ 주 소 :  Kantok Cheong Village, Sangkat Kantok,
Khan Posenchey, Phnom Penh, 
The Kingdom of Cambodia

▪ 전화번호 :  +855-77-363-451    

▪ E-mail :  hscambodia77@gmail.com

(주) 혜성기업

해외 지사



사업자등록증 전문건설업등록증

(주) 혜성기업

등록증, 증명서, 인증서



공장등록증명서 해외건설업신고필증

(주) 혜성기업

등록증, 증명서, 인증서



ISO 인증서 INNO-BIZ 확인서

(주) 혜성기업

등록증, 증명서, 인증서



중소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주) 혜성기업

등록증, 증명서, 인증서



회원증 조합원증

(주) 혜성기업

등록증, 증명서, 인증서



특허증 1 특허증 2

(주) 혜성기업

등록증, 증명서, 인증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주) 혜성기업

특허증 3

등록증, 증명서, 인증서



장비명 수량 및 규격

레이져가공기 1 기 (4Kw)

선반
1 기 (Swing 1600 * Center 3500)

1 기 (Swing  800 * Center 2000)

밀링 2 기 (중형, 대형)

슬롯타 1 기 (Stroke 380)

유압절곡기 1 기 (3M*6T)

가스절단기 1 기 (반자동)

유압 밴딩로라 1 기 (10R*12T)

톱기계 2 기 (소형, 대형)

레디알 M/C 2 기 (1500 Type)

직립드릴 2 기 (1500 Type)

콤프레샤 2 기 (30 HP)

CO2  용접기
10 기 (300A)

5 기 (600A)

알곤용접기 10 기

프라즈마 절단기 2 기

아크용접기 30 기

지게차 1 기

호이스트 크레인 19 기

(주) 혜성기업

장비보유현황
한국본사



장비명 수량 및 규격

윈치 6 기 (7톤)

스텐레스 절단기 3 기

유압 프레스 1 기 (6T x 3100)

(주) 혜성기업

장비보유현황
한국본사



장비명 수량 및 규격

슬리팅기 1 라인

파이프 조관기 1 라인

NCT 펀칭기 1 기 (아마다 COMA557)

유압프레스 3 기 (1200톤 1기, 1000톤 1기, 500톤 1기)

선반 1 기 (Swing 1600 * Center 3500)

밀링 1 기 (2000*600*600)

발전기 4 기 (400Kw/100Kw/50Kw/20Kw 각 1기) 

절곡기 1 기

샤링기 1 기

롤링머신 3 기 (대용량 1기, 소용량 1기, 자동롤링머신 1기)

벤딩머신 1 기 (디시드헤드 타입)

유압 벤딩로라 1 기 (10R * 12T)

톱기계 1 기 (대형)

레디알 M/C 1 기 (1500 Type)

CO2  용접기 5 기 (600A)

알곤용접기 2 기 (500A)

카고크레인 1 기 (9.5 Ton)

지게차 2 기 (7 Ton, 2 Ton)

호이스트 크레인 10 기 (10톤 1기, 5톤 2기, 2.8톤 3기, 2톤 4기)

(주) 혜성기업

장비보유현황
캄보디아 지사



장비명 수량 및 규격

Auto Welding Machine 8 기 (Vertical)

Auto Welding Machine 26 기 (Horizontal)

Auto Welding Machine 8 기 (Bottom)

Welding Machine 6 기 (Submerged Arc)

Welding Machine 220 기 (Arc)

Welding Machine 82 기 (CO2)

Welding Machine 18 기 (Tig)

Automatic Gas Cutter 46 기

Gouging Cutter 16 기

Welding Dry Oven 8 기

Portable Welding Dryer 100 기

Electric Grinder 290 기

Chain Block 258 기

Level Block 140 기

Hydro Jack 8 기

Compressor 12 기

Bending Machine 4 기

Generator 14 기 (400Kw ETC)

(주) 혜성기업

장비보유현황
중동 현장



No. 주요 거래업체 비고

1 현대엔지니어링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윤활
기유 저장용 탱크 15기 제작/설치

2 두산중공업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용수
저장용 탱크 6기 제작/설치
쿠웨이트 저장 및 각종 탱크 12기
제작/설치

3 롯데건설 신설 클라우드 맥주공장 설비

4 삼성디스플레이 (듀어코리아) 삼성디스플레이 탕정 및 천안 공장
내 생산라인 제작 및 설치 외

5 로얄캐닌 코리아

6 우리와 주식회사

7 포스코건설

8 한국제분 (동아원)

9 농협사료 주식회사

10 대한사료 주식회사

(주) 혜성기업

주요거래업체



No. 주요 거래업체 비고

11 팜스코 주식회사

12 ㈜선진

13 SCF Co., Ltd.

14 제일사료 주식회사

15 흥성사료 주식회사

16 안산연합 배합사료

17 광주 배합사료

18 현대사료 주식회사

19 서울사료 주식회사

20 ㈜해드림

(주) 혜성기업

주요거래업체



No. 주요 거래업체 비고

21 합천축협 배합사료

22 이시돌사료 주식회사

23 에이스 인티그레이션

24 녹십자수의학품 ㈜

25 동원팜스㈜

(주) 혜성기업

주요거래업체



주요시공실적

년도 발 주 처 현장
위치 공 사 명

1990 경축사료 450 T/D 사료공장 추가공사

1991 대구축협 대구 300 T/D 사료공장 공사

1992 은성플랜트 사이로 2기 & 관련설비 기계설치공사

1992 은성플랜트 300 T/D 사료공장 추가공사

1992 삼양사료 목포 펠렛 & 후레이크 부원료 사이로 기계설치공사

1993 부산경남
양돈축협 부산 200 T/D 사료공장 기계설치 공사 (양돈)

1994 대한사료 사료설비 신축공사 (동물 약품화)

1996 미원 안성 사료공장 신축공사

1996 신동방사료 목포 사료공장 신규공사

1996 광주축협 광주 SILO 추가 & INTAKE 드럼시브 설치공사

1996 선진사료 논산 사료설비 공사

1997 선진사료 논산 주 사이로 1기 철거 & 재설치 공사

1998 충남영진 충남 R.P.C 신규공사

1999 상돈영농
조합법인 사료공장 신축공사 (양돈, 180 T/D)

(1) 국내 공사

(주) 혜성기업



년도 발 주 처 현장
위치 공 사 명

2000 상돈영농
조합법인

SILO(550TON) 2기 제작설치 & BULK, 
BAGGING 추가공사

2000 농협사료 안산 SILO, DOSING, MIXING, E.P 설비
추가공사

2001 흥성사료 안산 부원료 사이로 300톤 8 SET 철거 & 교체
공사

2001 홍성양돈사료 200 TON 양돈사료 설비공사

2001 광석양돈사료 180 TON 양돈사료 제작설치

2001 이시돌사료 제주 SILO 500 TON 3EA 추가제작

2002 녹십자 배합사료시설 증설공사

2002 대상사료 안성 양돈사료 신제품개발 시설공사

2002 신명사료 300 TON 사료공장 신축공사

2002 양주축협 부원료 사이로 증설 및 부대시설 공사

2002 삼성엔지니어링 구룡포하수처리장공사

2003 서울사료 인천 부원료 사이로 교체공사

2003 뉴트라코리아 SILO 증설(700TON=3EA, 160TON=1EA 
BULK) 외 2건 공사

2004 현대사료 SILO 증설공사 및 B/E 증단 공사

(주) 혜성기업

(1) 국내 공사주요시공실적



년도 발 주 처 현장
위치 공 사 명

2005 씨케이에프 옥천 옥천 배합사료 증설공사

2006 미래자원기업 이천 신축공사

2006 해드림 해드림 일산 350톤 양돈전문사료
생산설비공사

2006 김해축협 김해 사료공장 기계설비 교체공사

2007 제주사료 제주 농협 제주특수사료공장 380 TON (8HOURS)

2007 CHC Pearl GTL/FGP 프로젝트 in Qatar

2008 대구축협 대구 부원료 SILO 보수공사

2008 목포무안
신안축협 무안 TMF 사료공장 기계설비 시설공사

2008 대상팜스코 정읍 SILO 보수공사

2008 대원사료 양돈 양계 전문사료공장 공사
(8HOURS) 300TON

2009 현대로템 당진현대제강공장설비공사

2010 전남낙협 전남 T.M.F 사료공장 제작설치

2010 대구축협 대구 SILO 교체공사

2010 팜스코 정읍 SILO (120TON) 2기 제작설치 공사

(주) 혜성기업

(1) 국내 공사주요시공실적



년도 발 주 처 현장
위치 공 사 명

2010 신동방CP 안산 전분공장 라인 증설공사

2011 에이스
인티그레이션 창녕 12,000 TON/M 배합사료공장 신축공사

2012 농협사료 안성 안성 배합사료공장 신축공사

2012 팜스코 SILO 기계설비 1차 공사

2012 대구축협 대구 SILO 제작설치 교체공사

2012 동아원 당진 밀가루 SILO 설비공사

2012 도드람
(디에스피드) 정읍 정읍 SILO 및 기계제작 설치공사

2013 합천축협 합천 배합사료공장 제조설비 시설공사

2013 선진 군산 배합사료공장 신축공사 (기계부문)

2013 대한사료 전주 사이로 2기 교체공사

2013 합천축협 합천 배합사료공장 가공 제조설비 시설공사

2013 삼성디스플레이
(듀어코리아) 탕정 삼성 디스플레이 탕정공장 8라인 설비공사

2013 삼성디스플레이
(듀어코리아) 천안 삼성 디스플레이 천안공장 SDC 5,6 라인

제작설치 설비공사

(주) 혜성기업

(1) 국내 공사주요시공실적



년도 발 주 처 현장
위치 공 사 명

2014 에스엔 안산 소석회 SILO 2기 & SUS 약품 TANK 6기
제작설치 공사

2014 청호기술산업 SILO 제작납품

2014 대한사료 인천 양어 신제품 사료시설 기계 및 설치공사

2014 대한사료 전주 사이로 2기 교체공사

2014 대한사료 인천 사이로, B/E, 스크류, 닥트, 드럼 세퍼레이터, 
정선기, DDC 설치

2014 팜스코 제주 공정개선 기계공사

2014 합천축협 합천 설비보완 및 개선공사

2014 선진 (기홍) 선진 후레이크 부대설비 설치공사

2014 씨제이제일제당 안산 식용유 설비 제작설치공사

2015 팜스코 안성 후레이크 라인 개선공사

2015 제일사료 함안 벌크빈 14기 증설 기계공사

2015 이시돌사료 제주 설비 교체공사

2015 제일사료 익산 펠렛 4호기 라인 증설공사

2015 대우발전젠파워 열분해기 제작설치공사

(주) 혜성기업

(1) 국내 공사주요시공실적



년도 발 주 처 현장
위치 공 사 명

2015 팜스코 안성 펠렛 5호기 설치공사

2015 정일기계
(한신하이텍) 안산 킬른건조기 제작납품

2015 대한사료 인천 특수 5공장 신규공사

2015 팜스코 제주 제주공장 200톤 SILO 교체 및 보수공사

2015 태영그레인터미널
(대성기계공업) 평택 태영그레인터미널 기계류 제작납품

2015 서부사료 인천 펠렛 제품빈 증설 공사

2015 제일사료 익산 Auto Sampler 제작납품

2016 롯데건설 충주 롯데칠성 맥주2공장
R.M.H Silo 제작 설치공사

2016 제일사료 익산 Bulk 제품빈 14기 증설공사

2016 팜스코 안성 Bulk Bin/출하대 증설공사

2016 해드림 창녕 Main Mixer 교체공사

2016 훼스코정공 대구 Hammer Mill 제작납품

2016 팜스코 정읍 양축 Pellet 2호기 Double Pellet Line 구축공
사

2016 동원팜스 논산 약품자동화 시설공사

2016 하나비앤에프 예산 원료빈 및 Bulk Line 증설공사

(주) 혜성기업

(1) 국내 공사주요시공실적



년도 발 주 처 현장
위치 공 사 명

2016 합천축협 합천 합천황토한우 명품육성 사업(사일로증설)공사

2016 선진사료 이천 글리세린라인 제작설치공사

2016 제일사료 익산 3Ton공장 Auto Sampler 설치공사

2016 대구축협 대구 Cooler 교체공사

2016 팜스코 안성 Pellet 4호 Line 크럼블러 설치공사

2017 대한사료 전주 사각사이로 8기 제작설치

2017 대한사료 전주 Dosing Bin 분할 6기 제작설치

2017 팜스코 안성 Pellet 2호기 Expander 설치

2017 동남유지 정읍 추출기 제작

2017 팜스코 안성 귀리 이송라인 제작설치

2017 성신ENC 인천 동결건조기 제작납품

2017 제일사료 익산 3Ton공장 Micro Bin 14기 증설공사

2017 로얄캐닌(포스코) 김제 로얄캐닌 기계류설치공사(애완견 사료공장)

2017 동린테크 정읍 바이오디젤 생산설비

2017 팜스코 인성 톤백3호라인 개선공사 외4건

(주) 혜성기업

주요시공실적
(1) 국내 공사



년도 발 주 처 현장
위치 공 사 명

2017 선진사료 이천 Flake 제품빈 증설공사

2017 흥성사료 안산 주원료 Silo #4,#5 교체 공사

2018 사조동아원 당진 EP Cyclone 제작설치

2018 김해축협 김해 Flake Mixer 설치공사

2018 제일사료 익산 Bilk Bin 분할 설치공사

2018 비츠로넥스텍 정읍 바이오디젤 탈산수 세처리장치 제작

2018 선진 이천 Main Mixer 제작

2018 선진 이천 Auto Sampler 제작설치공사

2018 홍익플랜트 칠곡 팜스코 동부공장 신축공사

2018 선진 이천 Silo하부 Multi S/Feeder 제작설치공사

2018 선진 이천 약품 이송라인 개선공사

2018 미래생명자원 이천 약품 자동화 시설공사

2018 해드림 창녕 약품빈 증설공사

2018 선진 군산 메인 분쇄라인 개선공사

2018 선진 이천 Mixer 배출 이송라인 개선공사

(주) 혜성기업

주요시공실적
(1) 국내 공사



년도 발 주 처 현장
위치 공 사 명

2018 대한사료 인천 대한사료 음성 Pet-Food 공장 신축 설계

2018 안산연합사료 안산 Pellet 3호기 Double Pellet 교체공사(기계)

2018 선진 군산 한우협회 OEM 루핀 생산라인 구축

2019 우리와 음성 WOORIWA  KITCHEN PROJECT (음성공장)
(PET FOOD PLANT 신축공사)

2019 메지온 예산 설비 보수 및 개선공사

2019 선진 이천 Pellet 3,4 쿨러 교체공사

2019 선진 이천 Micro Dosing Bin 설치공사

2019 동원팜스 논산 Bulk 제품빈 13기 증설공사

2019 선진 군산 Micro 원료 뉴매틱라인공사

2019 로얄캐닌 김제 포장라인 기계류 설치공사

2019 대구축협 대구 Pellet Line 개선공사(기계,전기)

2019 대성에코에너지
센터(아이엔텍) 당진 Bag Filter 및 부대시설 제작 , 설치공사

2019 이시돌사료 제주 노후설비 교체공사

(주) 혜성기업

주요시공실적
(1) 국내 공사



년도 발 주 처 현장
위치 공 사 명

2020 선진 군산 배합라인 Capa 운용효율 향상 따른 기계 설치

2020 해드림 창녕 제품 정선기 교체공사

2020 선진 이천 Pellet 5호 포장 이송라인 제작설치공사

2020 선진 군산 3호기 축우Pellet Cooler 개선 기계공사건

2020 로얄캐닌 김제 Big Bag Station Installation

2020 선진 군산 펠렛 가공 Capa 증설 따른 기계공사

2020 선진 이천, 
군산 쿠킹옥수수라인 개선공사

2020 팜스코 안성 중부공장 Pellet 4호 Line 노후전처리설비 교체

2020 로얄캐닌 김제 Extrusion silo installation & Equipment 
Rigging Work

2020 메지온 예산 N-99 Bucket Elevator 노후교체외 8건

2020 로얄캐닌 김제 사료공장 증축 기계장비 설치 외주 공사

2020 흥성사료 안산 Flake 및 Pellet 2호기 Cyclone 교체공사

(주) 혜성기업

주요시공실적
(1) 국내 공사



년도 발 주 처 현장
위치 공 사 명

2020 대구축협 대구 주원료 Silo Multi Screw Conveyor 설치공사

2020 팜스코 제주 노후 이송설비 교체공사

2021 해드림 창녕 Conditioner 제작 교체

2021 우리와 음성 소프트사료생산설비 기계공사

2021 메지온 예산 노후설비 교체공사

2021 흥성사료 안산 펠렛 1호기 설치공사

2021 안산연합사료 안산 사일로 지붕교체 설치공사
(2000톤 4기, 1000톤 6기, 150톤 16기)

2021 선진 군산 펠렛4호기 컨디셔너 교체 및 부대라인공사

2021 로얄캐닌 김제 Platform Installation for Line 2 Equipments

2021 선진 이천 이천공장 사료저장빈(Feed Bin) 제작 설치공사

2021 현대사료 천안 EP1호기 믹서커버(STS) 교체외 8건

2021 오에스피 논산 기계철거 수리교체 (화재복구) 공사

(주) 혜성기업

주요시공실적
(1) 국내 공사



년도 발 주 처 현장
위치 공 사 명

2021 오에스피 논산 기계철거 수리교체 (화재복구) 액상스케일
교체공사

2021 팜스코 안성 중부공장 노후 이송설비 교체 공사

2021 우리와 음성 진공코터 설치공사

2021 선진 함안 함안물류센터 사료저장빈(Feed Bin) 설치

2021 오에스피 논산 화재복구 기계수리 추가공사

2021 흥성사료 안산 후레이크 사료 생산 라인 노후설비 교체공사

2021 선진 군산 후레이크벌크 출하라인 및 톤백라인 1기
증설공사

2021 로얄캐닌 김제 Cooler bucket elevator 플랫폼 설치

2021 로얄캐닌 김제 Bio-Filter Line Installation

2021 탑에너지솔루션 안산 급수탱크 및 공정수 탱크 제작납품

2021 안산연합사료 안산 화재복구 공사

2021 흥성사료 안산 우지탱크 제작 설치

(주) 혜성기업

주요시공실적
(1) 국내 공사



년도 발 주 처 현장
위치 공 사 명

2021 우성사료 아산 아산공장 펠렛 증설라인 공사
(기계,부속품,설치,시운전)

2021 안산연합사료 안산 펠렛기 교체공사

2021 선진 함안 사료저장빈 기계장치 설치

2021 우리와 음성 가공 미트룸 외 안전 작업대 설치

(주) 혜성기업

주요시공실적
(1) 국내 공사



(주) 혜성기업

(2) 해외 공사

년도 발 주 처 현장
위치 공 사 명

2000 ADNOC 아랍에
미리트 아랍에미레이트 Sulfur Handling Plant 프로젝트

2001 삼성엔지니어링 멕시코 멕시코오일정유설비확장공사

2003 두산중공업 아랍에
미리트

Fujairah Power & Desalination Plant (90,000 ㎥
중유탱크 2기, 15,000 ㎥ Demi Water(순수물) 
탱크 2기, 20,000 ㎥용수탱크 2기)

2005 남북민간
교류협회 북한 북한 자가배합사료공장 신축공사

2006 대상팜스코 베트남 베트남 신규 사료공장 신축

2006 HHI 쿠웨
이트

쿠웨이트정유 & 원유수출시설공사
at NTF, STF, MMA

2007 에스씨에프 캄보
디아

캄보디아 사료공장 신축공사 (209톤)
(일산 8 HOURS)

2009 두산중공업
(함창)

아랍에
미리트

아부다비 용수 저장탱크 시설설비 설치 공사
Shuweihat S2 Desalination Plant Project 
(89,627㎥ Tank 6 units)

2010 Petro Ecuardor 에콰
도르 에콰도르 GLP Ecuador 프로젝트

2011 충남해외농업
자원개발

캄보
디아 캄보디아 옥수수 건조장 건립공사

2012 현대엔지니어링 아랍에
미리트

아부다비 알 루와이스 정유공장 연료오일탱크
시설 설치공사
Field Fabricated Tanks, LBO Production 
Facilities Project
(16,200㎥x9기, 8400㎥x3기, 5000㎥x3기)

주요시공실적



(주) 혜성기업

(2) 해외 공사

년도 발 주 처 현장
위치 공 사 명

2013
PT. Dongyang
Indonesia

인도네
시아

Installation work of Water Springkler System for 
Raw Material Handling Facility of Krakatau Posco
Integrated Steel Mill Project 

2012 한국식품연구원 캄보
디아 캄보디아 RPC 기계설비 건설공사

2013 대덕바이오텍
말레이시아

말레이
시아 비료공장 신축공사

2013
MWE Sarh
Attqunia Contract 사우디 Rawna Urban Abha PhaseⅠ

EPC 저장탱크공사 (125,000 ㎥ 2기 - 6,150 톤)

2014
창해 베트남
(CHANGHAE 
VIETNAM)

베트남 타피오카 펠렛 설비 제작납품

2015
Sosdam Paddy 
Company
(Hyesung Cambodia)

캄보
디아

캄보디아 Kondal Province
곡물건조설비공장(병류형 건조기) 건설공사

2016 CJ CAMBODIA 캄보
디아

분쇄라인 MECHANICAL & ELECTRICAL 
WORKS

2016 CJ DONGNAI 베트남 분쇄기 라인 기계류 제작납품

2016 선진-하노이 베트남 3호기 분쇄라인 제작납품

2016 농어촌공사 (기홍) 캄보
디아 캄보디아 건조 저장시설 구축사업

주요시공실적



(주) 혜성기업

(2) 해외 공사

년도 발 주 처 현장
위치 공 사 명

2017 MEW Kuwait
(두산중공업) 쿠웨이트

Doha SWRO Desalination Plant with 
Recarbonation System (Stage-I) Project (12 Tank)
- Product Water Tank DI 77 Mtr : 2 units
- Other Water & Sulfuric Acid Tanks : 10 units 

2018 선진베트남 베트남 Vibrator Screener Manufacture & Supply Work

2019 National Water 
Company (SAC)

사우디
아라비아

Installation and Erection work for 
Rahmania Water Storage Tank in Taif
(DI 99 Mtr Tank)

주요시공실적



(주) 혜성기업

PHOTOS 본사 사무실



(주) 혜성기업

PHOTOS 본사 공장



(주) 혜성기업

PHOTOS 본사 공장 내부



(주) 혜성기업

PHOTOS 본사 공장 내부



(주) 혜성기업

PHOTOS 캄보디아 지사 사무실 & 공장동



(주) 혜성기업

PHOTOS 캄보디아 지사 전경



(주) 혜성기업

PHOTOS 캄보디아 지사 공장내부



(주) 혜성기업

PHOTOS 캄보디아 지사 공장내부



(주) 혜성기업

PHOTOS 캄보디아 지사 공장내부



(주) 혜성기업

제주양돈청정배합사료공장

무안축협 T.M.F 사료공장

PHOTOS



(주) 혜성기업

(주)에스씨에프당진공장PHOTOS



(주) 혜성기업

(주)신명사료신태인공장

해드림배합사료공장

PHOTOS



(주) 혜성기업

에이스인티그레이션사료공장PHOTOS



(주) 혜성기업

에이스인티그레이션벌크빈/출하대증설공사PHOTOS



(주) 혜성기업

농협사료당밀터미널(군산)

농협사료당밀터미널(군산)

PHOTOS



(주) 혜성기업

농협사료당밀터미널(군산)

농협사료당밀터미널(군산)

PHOTOS



(주) 혜성기업

한국제분 SILO 제작/설치공사 (당진)PHOTOS



(주) 혜성기업

한국제분 SILO 제작/설치공사 (당진)PHOTOS



(주) 혜성기업

(주)선진군산배합사료공장PHOTOS



(주) 혜성기업

합천축협배합사료공장PHOTOS



(주) 혜성기업

파주 RPC 공장PHOTOS



(주) 혜성기업

PHOTOS 파주 RPC 공장



(주) 혜성기업

영진 RPC 공장PHOTOS



(주) 혜성기업

롯데칠성맥주2공장 R.M.H SILO 제작설치공사PHOTOS



(주) 혜성기업

ROYAL CANIN 김제공장PHOTOS



(주) 혜성기업

팜스코동부칠곡공장PHOTOS



(주) 혜성기업

우리와(음성) 펫사료공장PHOTOS



(주) 혜성기업

재활용사업열분해기설비PHOTOS



(주) 혜성기업

대상팜스코베트남공장

캄보디아에스씨에프사료공장

PHOTOS



Shuweihat S2 DesalinationPlant Project 2009 Abudhabi. U.A.E

(주) 혜성기업

두산중공업아부다비용수탱크공사

PHOTOS

PHOTOS



(주) 혜성기업

Shuweihat S2 DesalinationPlant Project 2009 Abudhabi. U.A.E
두산중공업아부다비용수탱크공사

PHOTOS

PHOTOS



(주) 혜성기업

Al Ruwais LBO Production Facilities Project AbuDhabi, U.A.E
현대ENG 아부다비오일탱크공사

PHOTOS

PHOTOS



(주) 혜성기업

곡물건조설비공장
(병류형건조기)

PHOTOS



Crude Oil Storage  Floating  FRT Tank – Formosa, Taiwan

(주) 혜성기업

PHOTOS



Ammonia Unloading Distribution System Project –Spherical Tank Erection  

(주) 혜성기업

PHOTOS



Refinery, Chemical Machinery & Piping Erection  

Pearl GTL/FGP Project
Client : CHC Ind.
Contract Period : Jan. 2007 ~ 
Mar. 2009

Crude Oil Refinery Project
Client : HHI
Contract Period : Nov. 2006 ~ 
May. 2008

(주) 혜성기업

PHOTOS



Fujairah Power & Desalination Project – MSF, Pipping work  

Fujairah Power & Desalination Project in UAE
Client : Doosan HI & E co
Contract Period : Aug. 2003~ Aug. 2004

(주) 혜성기업

PHOTOS



Fujairah Power & Desalination Project in UAE
Client : Doosan HI & E co
Contract Period : Aug. 2003 ~ Aug. 2004

Fujairah Power & Desalination Project – Gentry Crane, Pump Station & Intake  

(주) 혜성기업

PHOTOS



Fujairah Power & Desalination Project – IFRT Oil Tank, CRT Water Tank  

Fujairah Power & Desalination Project in UAE
Client : Doosan HI & E co
Contract Period : Aug. 2003 ~ Aug. 2004

(주) 혜성기업

PHOTOS



Dang Jin Power Plant  Project - Station Piping Work 

Power Plant  Project  - Cooling Water Line Work

(주) 혜성기업

PHOTOS



Power Plant  Project - MSF  Erection

Power Plant  Project – Gantry Crane  & Intake  Erection

(주) 혜성기업

PHOTOS



Power Plant  Project - Structure & Turbine  Erection

(주) 혜성기업

PHOTOS



Power Plant  ESP Project - Hopper  Fabrication  & Construction 

Power Plant  ESP Project - ESP Construction 

(주) 혜성기업

PHOTOS



Crude  Oil  Refinery  Project – Process  Equipment  Erection  & Piping  Work 

Crude  Oil  Refinery   Project  

(주) 혜성기업

PHOTOS



Chemical  Polypropylene  Project – Process  Equipment  & Piping  Work 

(주) 혜성기업

PHOTOS



Hyundai Hot Mill  Project  - Housing Erection & Motor Assembly

(주) 혜성기업

PHOTOS



Ammonia Unloading Distribution System Project –Underground Piping Work   

(주) 혜성기업

PHOTOS



(주) 혜성기업

Ammonia Unloading Distribution System Project –Underground Piping Work   

PHOTOS



(주) 혜성기업

쿠웨이트 MEW Doha SWRO Desalination Plant Steel Tank 12 Sets
두산중공업 (Ministry Electric Water)

PHOTOS



(주) 혜성기업

쿠웨이트 MEW Doha SWRO Desalination Plant Steel Tank 12 Sets
두산중공업 (Ministry Electric Water)

PHOTOS



PHOTOS

(주) 혜성기업

사우디아라비아 Water Storage Tank(100,000m3) In Taif
SAC 사우디아라비아 (NWC)

PHOTOS



PHOTOS

(주) 혜성기업

사우디아라비아 Water Storage Tank(100,000m3) In Taif
SAC 사우디아라비아 (NWC)

PHOTOS



(주) 혜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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