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원토건 지명원 
시민을 위한 건설, 환경을 위한 건설, 품질을 위한 건설  

주식회사 국원토건  

인천시 남동구 구월남로 148, 902호 (구월동, 타워플러스)  
TEL  (032) 431-6488   /   FAX  (032) 431-6891 



회사소개 

  저희 주식회사 국원토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42-20 타워플러스 902 
 
호에  소재한 건설업체로서 공사현장에서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보유한 기 
 
술자를 바탕으로 2000년 6월 28일 전문건설업체를 설립하였고, 이에 10년간 성실 
 
과 노력으로 2010년 6월 16일자로 일반 건설업인 토목건축 공사업을 등록하여 명 
 
실상부한 종합건설 업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국원토건의 임직원 일동은 항상 일심 동체로 최선을 다하며, "시 
 
민을 위한 건설, 환경을 위한 건설, 품질을 위한 건설"의 사훈으로 젊고 믿음직한  
 
전문 건설인이 되겠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비한 저희에게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오며, 임직원 일 
 
동은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회사소개 

2000. 06. 28. 
  
2000. 07. 15. 
2000. 07. 28. 
2002. 07. 29. 
2003. 01. 15. 
2003. 07. 11. 
2005. 12. 07. 
2006. 01. 26. 
2006. 05. 26. 
2006. 07. 03. 
2006. 11. 01. 
2007. 03. 28. 
2007. 05. 21. 
2008. 03. 25. 
2008. 04. 07. 
2008. 05. 30. 
2009. 03. 31. 
2009. 08. 20. 
2010. 06. 16. 
2011. 08. 12. 
2012. 05. 15. 
2012. 07. 06. 
2014. 07. 22. 
2014. 08. 06. 
 
 
 

주식회사 퍼시컨 설립 (등록번호:135511-0107918) 
대표이사 전 영 진 취임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번호:134-81-58202) 
토공사업 등록 (시흥 00-02-09) 
주식회사 국원토건으로 상호변경 
가좌근린공원 조성공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표창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인천남동 03-13-4) 
대로 1-9호선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장 표창 
포장공사업 등록 (인천남동 06-16-01)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인천남동 06-07-02) 
석남완충녹지조성사업 관련 인천광역시서구청장 표창 
인천장애인지도자 대회 관련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표창 
건설관련기술 및 시공능력향상 관련 인천광역시장 표창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인천전문건설협회 주최 경영혁신상 대상 수상 
경남기업㈜ 우수협력회사 선정 관련 표창 
㈜포스코건설 우수협력회사 선정  
고려개발㈜ 우수협력회사 선정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토건 04-114) 
해외건설업 등록(제1145호) 
조경공사업 등록 (조경-04-68)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 (인천남동 12-12-0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록 (인천남동 14-03-01) 
수중공사업 등록 (인천남동 14-15-01) 
 

   토목 기술자 57명, 건축기술자 6명, 조경 4명, 안전관리 3명, 기타 3명 등 총 
73명의 우수기술인력 보유 

※ 본     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48, 902호(구월동,타워플러스) 
TEL : 032) 431 - 6488 / FAX : 032) 431 – 6891 
※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2, 201  

회사연혁 

기술자 현황 

회사 주소 및 연락처 



목    차 

공사지명원 
 
회사개요 
 
면허현황 
 
제증명 
 
건설기술자보유현황 
 
공사실적 
 
포상경력 
 
ISO 9001 인증서   
 
신용평가&현금흐름등급 
 
회사위치도 
 



공사 지명원 

공사지명원 

금번 귀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지명을 받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
하여 지명원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신 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식  회  사     국   원   토   건 
 
본          점 : 인천시 남동구 구월남로 148, 902 
 
서  울  지  사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2, 201 
 
대 표  이 사 : 전        영        진 

귀하 



회사개요 

회사연혁 
 
협력업체 현황 
 
법인 등기부 등본 



회사연혁 

 
2000.06.28. 
 
 
 
 
 

2000.07.15. 
 

2000.07.28. 
 

2000.07.28. 
 

2001.05.23. 
 
 

2001.12.29. 
 

2002.07.29. 
 

2003.01.15. 
 

2003.06.28. 
 

2003.07.11. 
 
 

2004.12.30. 
 

2005.12.30. 
 

2005.12.07. 
 

2006.01.13. 
 

2006.01.26. 
 
 
 
 
 

 
주식회사 퍼시컨 설립 
법인등록번호 : 135511-0107918  
자본금 \ 200,000,000원    
대표이사 전 영 진 취임 
본사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66-1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번호 : 134-81-58202)   
 

토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번호 : 시흥00-02-0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번호 : 시흥00-10-06)  
 

주식회사 퍼시컨 본사 이전  
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82-7  
 

자본금 ￦100,000,000 증자  
 

주식회사 국원토건으로 상호변경  
 

가좌근린공원 조성공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표창  
 

자본금 ￦100,000,000 증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등록번호:인천남동03-13-4)  
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42-20 
 

자본금 \200,000,000 증자 
 

자본금 \200,000,000 증자 
 

대로 1-9호선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장 표창 
 

자본금 \100,000,000 증자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번호 : 인천남동 06-16-01) 
 
 



회사연혁 

 
 
2006.05.19. 
 
2006.05.26. 
 
2006.07.03. 
 
2006.11.01. 
 
2007.03.28. 
 
2007.05.21. 
 
2008.03.25. 
 
2008.04.07. 
 
2008.05.30. 
 
2009.03.31. 
 
2009.08.20.  
 
2010.05.28. 
 
2010.06.16. 
 
2011.08.12. 
 
2012.04.18 
 
2012.05.15. 
 
2012.06.22. 
 
 

 
 
자본금 \200,000,000 증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번호:인천남동06-07-02) 
 
석남완충녹지조성사업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표창  
 
인천장애인지도자 대회 관련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표창  
 
건설관련기술 및 시공능력향상 관련 인천광역시장 표창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청)  
 
인천전문건설협회 주최 경영혁신상 대상 수상  
 
경남기업㈜ 우수협력회사 선정 관련 표창 
 
㈜포스코건설 우수협력회사 선정 관련 상패 수여  
 
고려개발㈜ 우수협력회사 선정 관련 상패 수여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자본금 \1,050,000,000 증자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번호:토건 04-114)  
 
해외건설업 등록 (제1145호) 
 
자본금 \700,000,000 증자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번호:조경-04-68) 
 
자본금 \200,000,000 증자  
 



회사연혁 

 
 
2012.07.06. 
 
2014.07.22. 
 
2014.08.06.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번호:인천남동12-12-0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번호:인천남동14-03-01)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번호:인천남동14-15-01) 
 



협력업체 현황 

 

2000.12. 
 

2001.07. 
 

2002.03. 
 

2002.08.  
 

2002.12. 
 

2002.12. 
 

2003.01. 
 

2003.06. 
 

2003.07. 
 

2003.11. 
 

2004.06. 
 

2004.10. 
 

2005.01. 
 

2005.01. 
 

2005.03. 
 

2005.05. 
 

2006.01. 
 

2006.08. 
 

2007.04. 
 

2007.04. 
 

2007.05. 
 

2007.06. 
 

2007.10. 

 

세종건설(주) 협력업체 등록 
 

두산건설(주) 협력업체 등록 
 

현대건설(주) 협력업체 등록 
 

경남기업(주) 협력업체 등록 
 

현대자동차 그룹 (주)엠코 협력업체 등록  
 

풍림산업계열 화인종합건설 협력업체 등록 
 

한신공영(주) 협력업체 등록 
 

(주)KCC건설 협력업체 등록 
 

TOYO ENGINEERING KOREA LIMITED 협력업체 등록  
 

성지건설(주) 협력업체 등록 
 

대림산업(주), 고려개발(주),  (주)삼호 협력업체 등록  
 

(주)동양건설산업 협력업체 등록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등록 
 

INI 스틸 협력업체 등록 
 

(주)한화건설 협력업체 등록 
 

대우자동차판매(주)건설부문 협력업체 등록 
 

금호산업(주) 협력업체 등록 
 

대우건설(주) 협력업체 등록 
 

대주건설(주) 협력업체 등록 
 

구구건설(주) 협력업체 등록 
 

(주)서해종합건설 협력업체 등록 
 

대보건설(주) 협력업체 등록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등록 
 



협력업체 현황 

 
 
 
2008.10. 
 

2008.10. 
 

2009.02. 
 

2009.07. 
 

2009.09. 
 

2009.12. 
 

2010.01. 
 

2010.03. 
 

2010.03. 
 

2010.06. 
 

2010.08. 
 

2010.10. 
 

2011.01. 
 

2011.01. 
 

2011.03. 
 

2011.07. 
 

2011.09. 
 

2011.12.  
 

2012.03.  
 

2012.06. 
 

 
 

 
 
 
(주)대우엔지니어링 협력업체 등록 
 

동아건설산업(주) 협력업체 등록 
 

(주)한진중공업 협력업체 등록 
 

(주)한양 협력업체 등록 
 

벽산건설(주) 협력업체 등록 
 

동부건설(주) 협력업체 등록 
 

삼성(엔지니어링,물산,중공업) 우수 협력업체 등록 
 

(주)화인종합건설 협력업체 등록 
 

현대산업개발(주) 협력업체 등록 
 

신동아건설(주) 협력업체 등록 
 

(주)삼환까뮤 협력업체 등록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등록 
 

대우조선해양건설(주) 협력업체 등록 
 

울트라건설㈜ 협력업체 등록 
 

㈜서희건설 협력업체 등록 
 

SK건설㈜ 협력업체 예비 등록 
 

GS건설㈜ 협력업체 등록 
 

극동건설㈜ 협력업체 등록 
 

삼부토건㈜ 협력업체 등록 
 

두산건설㈜ 협력업체 등록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 



면허현황 

일반건설업 면허 요약 
 
토목 건축 공사업 
 
조경 공사업 
 
해외건설업 신고필증 
 
전문건설업 면허 요약 
 
토공 사업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상, 하수도 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비계 구조물해체 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수중공사업 



면허요약 

  업 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04-114

시공능력평가액                                 (단위 : 천원)

2015년 61,068,000

  업 종 : 조경공사업 등록번호 : 조경-04-68

시공능력평가액                                   (단위 : 천원)

2015년 42,624,000

일반 건설업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수첩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수첩 



해외건설업  신고필증 



면허요약 

  업 종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록번호 : 인천남동14-03-01

시공능력평가액                                 (단위 : 천원)

2015년 12,464,089

  업 종 : 토공사업 등록번호 : 시흥00-02-09

시공능력평가액                                 (단위 : 천원)

2015년 44,935,347

  업 종 : 철근, 콘크리트 사업 등록번호 : 시흥00-10-06

시공능력평가액                                  (단위 : 천원)

2015년 34,978,139

  업 종 :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번호 : 인천남동03-13-4

시공능력평가액                                  (단위 : 천원)

2015년 27,329,992

  업 종 : 포장공사업 등록번호 : 인천남동06-16-01

시공능력평가액                                  (단위 : 천원)

2015년 14,032,361

  업 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번호 : 인천남동06-07-02

시공능력평가액                                   (단위 : 천원)

2015년 29,038,956

  업 종 : 수중공사업 등록번호 : 인천남동14-15-01

시공능력평가액                                   (단위 : 천원)

2015년 11,618,736

  업 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번호 : 인천남동 12-12-03

시공능력평가액                                   (단위 : 천원)

2015년 27,20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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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실적 



공사실적 

공     사     명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발 주 처 원도급자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증설공사

(1단계-국도구간)
2015.06 ~ 2017.06 7,040,000,000    포천시 상하수과

(주)국원토건 외

2개사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10공구)
2015.05 ~ 2016.11 4,445,246,416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국원토건 외

1개사

상주 묵하지구 전원마을 주택공사 2015.02 ~ 2015.12 3,800,000,000    
상주묵하지구전원마을

정비조합
(주)국원토건

자월2리(달바위항) 선착장 보강공사 2014.12 ~ 2016.06 1,510,543,583    인천광역시 옹진군 (주)국원토건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1단계 3공구 조성공사
2014.08 ~ 2015.11 110,260,700,000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주식회사

(주)국원토건 외

5개사

장항선 개량2단계 철도건설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014.11 ~ 2020.05 81,862,538,000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국원토건 외

5개사

대우 포천 천연가스 발전소 1호기

건설공사 중 토목 본공사
2014.10 ~ 2017.02 18,350,200,000   대우에너지(주) (주)대우건설

대우 포천 천연가스 발전소 1호기

건설공사 중 용수및폐수관로공사(1공구)
2014.10 ~ 2016.06 16,284,400,000   대우에너지(주) (주)대우건설

제2외곽고속(인천~김포간도로)

중 토공 및 교량구조물공사 - 서해고가
2014.05 ~ 2017.03 27,273,400,000   인천김포고속도로㈜ 두산건설

신분당연장1공구 중 토공 및 구조물공 SB01정거장 2014.03 ~ 2014.012 7,518,584,000    경기철도주식회사 두산건설

인천청람중학교 신축공사 착공일로부터 360일 8,021,613,413    인천지방조달청 ㈜국원토건

(구)인천지방법원,검찰청 철거공사 2013.10 ~ 2013.12 628,049,000      대법원 인천지방법원 ㈜국원토건

인천항 국제여객부두(2단계) 건설공사 2013.10 ~ 2016.10 223,624,000,000 인천항만공사
㈜국원토건 외

8개사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미

금정차역 추가설치공사
2013.09 ~ 2017.10 20,247,370,000   경기철도주식회사 두산건설

백운역 철도변 생태공원 Green Forest 조성사업 노

반 기타공사
착공일로부터 24개월 8,832,221,760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에스개발,국원토건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1차) 2013.07 ~ 2017.03 23,794,100,000   인천김포고속도로㈜ 두산건설

학익여고 연결통로 설치공사 2013.05 ~ 2013.08 345,413,000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국원토건

석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착공일~ 2015.12. 20 2,238,449,000    한국농어촌공사 ㈜국원토건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증축 건설공사(1차) 2012.09. ~ 2013.10. 17,686,849,000   한국은행 재산관리실
㈜국원토건

삼성물산(주)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중 고도처리구간 토공 및 구조물공사
2012.09. ~ 2014.12. 15,488,000,000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삼성물산㈜

삼척생산기지 1단계 현당 저장탱크,Flare 및

하역설비지역 구조물공사
2012.07. ~ 2014.07. 1,488,300,000    한국가스공사 대림산업㈜

주문항 부잔교 제작 및 설치 작업 2012.07. ~ 2012.09. 250,384,000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원토건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제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 2-1공구
2012.07. ~ 2014.12. 70,728,900,000   한국철도시설공단 두산건설㈜ 외



공사실적 

공     사     명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발 주 처 원도급자

당진화력9,10호기 석탁취급토공사 2012.06. ~ 2015.03. 2,156,000,000    한국동서발전㈜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부안고가교 재건설공사 및 백운역광장

 조성사업 중 가시설공사
2012.05. ~ 2012.12. 220,000,000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남해종합개발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1공구

(A-1BL, A-2BL)토공사
2012.04. ~ 2014.10. 1,180,000,000    인천도시공사

울트라건설㈜

㈜명윤종합건설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1공구

(A-1BL, A-2BL)지정공사
2012.04. ~ 2014.10. 1,826,959,200    인천도시공사

울트라건설㈜

㈜명윤종합건설

삼척LNG #5-7호기 부대토목 2공구

토공 구조물 및 오우배수 공사
2012.04. ~ 2013.06. 3,014,000,000    한국가스공사 두산중공업㈜

인천도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건축 및 토목)
2012.03. ~ 2013.01. 1,722,391,000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국원토건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3공구(b-2,3BL) 부대토목공사
2012.01. ~ 2014.06. 2,170,300,000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남양건설㈜,

일성건설㈜

문갑항 정비공사 2012.02. ~ 2012.07. 262,760,000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원토건

2012년 군포지사 관내 포장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공사
2012.02. ~ 2012.12. 740,000,000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국원토건

2012년 중구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연간계약
2012.01. ~ 2012.12. 127,581,000      인천광역시 중구 ㈜국원토건

당진화력 9,10호기 토건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
2012.01. ~ 2015.03. 11,561,000,000   한국동서발전㈜ 현대건설㈜

주안 감리교회 주차장 확장공사 2011.11. ~ 2011.12. 124,700,000      주안교회 ㈜국원토건

서울양명초등학교 파쇄토 철거 및 교체공사 2011.11. ~ 2011.12. 101,732,000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국원토건

다우 천안 OLED공장 신축공사 중

부지정지공사
2011.09. ~ 2012.06. 587,400,000      

롬엔하스

전자재료코리아(유)
㈜대우엔지니어링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철거공사(5공구)
2011.08. ~ 2012.12. 3,688,120,000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국원토건

11-K-01 교육훈련장 시설보강 공사 2011.06. ~ 2011.12. 463,337,338      제9181부대 ㈜국원토건

11-B-04 시설공사(백령도) 2011.06. ~ 2012.12. 4,162,701,000    제9196부대 ㈜국원토건

11-B-02 환경공사(백령도) 2011.06. ~ 2012.12. 2,195,806,000    제9196부대 ㈜국원토건

구월보금자리 S-2BL 아파트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950일 129,439,000,000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주)국원토건

금호건설

의정부-소흘 도로건설공사 2011.07. ~ 2012.01. 22,057,762,392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국원토건 외

학교법인 보합학원 점포 방수 보수 공사 2011.03. ~ 2011.05. 124,015,000      학교법인 보합학원 ㈜국원토건

서울숲 1BL 주상복합 중

하수관 개량 및 도로포장공사
2011.03. ~ 2011.09. 775,152,400      갤러리아포레㈜ ㈜한화건설

인천신항 I-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하부공

 축조공사 2공구 중 지반개량 및 부대공사
2011.01. ~ 2013.12. 12,122,000,000   인천항만공사 삼성물산㈜



공사실적 

공     사     명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발 주 처 원도급자

천안 다우케미칼 공장 부지조성공사 중 토공 2010.12. ~ 2011.01. 363,000,000      롬앤하스전자재료코리아㈜ ㈜대우엔지니어링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토공사 2010.12. ~ 2014.01. 37,079,900,000   
화성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삼성물산㈜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공사 중

교량 및 구조물공사
2010.11. ~ 2011.10. 427,108,000      

천안제삼사이언스

콤플렉스㈜

㈜대우엔지니어링,

활림건설㈜

춘천여자고등학교 이전시설공사 중

토공 및 부대토공사
2010.11. ~ 2012.12. 1,335,620,000    강원도 교육청 경남기업㈜, ㈜태흥

남동국가산업단지 화물주차장 조성공사 2010.10. ~ 2011.01. 376,540,000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원토건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공사

토공, 하천공, 침사지 외
2010.08. ~ 2011.10. 1,948,800,000    

천안제삼사이언스

콤플렉스㈜

㈜대우엔지니어링,

활림건설㈜

전이암센터 부대토목공사 2010.07. ~ 2011.01. 687,500,000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국원토건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의료복합동

증축공사
2010.07. ~ 2010.12. 14,322,350,000   

(재)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국원토건

서인천 노인복지주택 토목공사 2010.07. ~ 2012.12 737,487,600      
(재)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국원토건

가톨릭의대부속 인천성모병원 신축공사 2010.03. ~ 2012.12. 1,200,000,000    
(재)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국원토건

영흥화력 5,6호기 발전소

부지조성공사 부대토목공사
2010.06. ~ 2014.05. 2,920,500,000    한국남동발전㈜ ㈜포스코건설

덕적면 진리 공설묘지 공원회사업 2010.05. ~ 2010.12. 130,345,000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원토건

광주 탄벌 2단지 경남아너스빌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2010.03. ~ 2011.09. 1,147,595,000    아이엔에이건설㈜ 경남기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 211공구 중

터널 및 구조물공(1공구)
2009.11. ~ 2010.12. 1,635,700,000    도시철도기획단 현대건설㈜

영흥화력 5,6호기 발전소 부지조성공사 2009.10. ~ 2014.05. 11,988,900,000   한국남동발전㈜ ㈜포스코건설

인천 청라지구 특수구조물 건설공사

 2공구(대안) 중

내부수로 교량 토공 및 구조물 공사

2009.06. ~ 2012.09. 7,764,900,000    한국토지공사 SK건설㈜

서울숲 1BL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2009.05. ~ 2011.09. 400,010,600      KB부동산신탁㈜ ㈜한화건설

수원시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사업(이전)

중 토공및 부대토목공사
2009.05. ~ 2010.01. 1,012,550,000    수원시 재활용사업소 ㈜한화건설

중앙공원내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중

토공사
2009.04. ~ 2009.06. 201,300,000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
세종건설㈜

인천도시계획관 건립사업 중

부대토목공사
2009.04. ~ 2009.08. 132,880,000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포스코건설

서인천 노인복지주택 토목공사 및 근생동

건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
2009.02. ~ 2010.07. 4,864,200,000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성지건설㈜

송도국제도시 진입도로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2009.01. ~ 2011.02. 5,122,810,00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남광토건㈜

김포양촌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4공구) 중 연약지반처리공사
2008.12. ~ 2011.11. 2,116,950,000    한국토지공사 고려개발㈜



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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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중앙공원 해수취수구 시설공사 2008.10. ~ 2009.08. 2,132,900,000    N.S.C.Development ㈜대우엔지니어링

도하대대 이전사업 중

토공. 구조물공. 상하수도공사
2008.09. ~ 2010.02. 8,598,975,000    국방부조달본부 고려개발㈜

당진 강관공장 및 용접 H형강공장

건설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2008.04. ~ 2008.11. 1,475,760,000    

현대하이스코㈜

당진공장
㈜엠코

인천 꿈에그린 월드 에코메트로 12B/L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2008.01. ~ 2009.08. 1,592,670,000    한화화인개발사업 ㈜한화건설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신축토목공사

토공 및 가시설공사
2007.12. ~ 2009.06. 3,997,400,000    성지건설㈜ 성지건설㈜

가평군 청평 경남아너스빌 신축공사

청평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2007.10. ~ 2008.02. 819,500,000      후암건설㈜ 국원토건

송도신도시 국제학교 건립공사 부대토목공사 2007.08. ~ 2009.08. 442,350,700      N.S.C.Development ㈜포스코건설

인천공장 폐석회 매립공사 중

침출수처리장 구조물공
2007.05. ~ 2008.11. 1,113,200,000    

동양제철화학㈜

인천공장
현대건설㈜

송도 중앙공원 토공사 2007.05. ~ 2009.08. 9,649,200,000    N.S.C.Development ㈜포스코건설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공사 제2-1공구 중

상하수도공사(제1공구)
2007.04. ~ 2011.06. 1,859,770,000    환경관리공단 고려개발㈜

인천 에코메트로 한화 꿈에 그린 월드

11B/L 신축공사 중 공동가설도로공사
2007.04. ~ 2009.07. 397,260,000      

㈜한화

㈜화인파트너스
㈜한화건설

안산 시험연구센터 건설공사중

부대토목 및 주위 복구공사
2007.03. ~ 2007.06. 198,000,000      산업기술시험원 성지건설㈜

인천카톨릭대학교 종교미술학부

송도캠퍼스 신축공사 중 토공사
2007.03. ~ 2008.08. 418,000,000      

학교법인

인천카톨릭학원
성지건설㈜

인천공장 폐석회 매립공사 중 연약지반처리 2007.02. ~ 2007.07. 353,100,000      
동양제철화학㈜

인천공장
현대건설㈜

인천신현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2007.02. ~ 2008.05. 3,025,440,000    인천신현재건축조합 코오롱건설㈜

인천 꿈에그린 월드에코메트로 아파트12BL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가 시설공사
2006.12. ~ 2009.07. 3,233,140,000    한화화인개발사업 ㈜한화건설

제3경인(시흥-남동간)고속화도로

토공 및 구조물공사
2006.11. ~ 2010.07. 10,606,200,000   제3경인고속도로㈜ 현대건설㈜

시흥시 미산동 대주 피오레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2006.11. ~ 2009.03. 1,121,359,800    대주건설㈜ 대주건설㈜

서울 동선동 세종그랑시아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
2006.11. ~ 2008.09. 1,681,400,000    시티팰리스㈜ 세종건설㈜

인천계양구 서운동 경남아너스빌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2006.09. ~ 2007.09. 478,500,000      

인천서운동아파트

재건축조합
경남기업㈜

용인 구성지구 경남아너스빌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2006.09. ~ 2008.06. 565,708,000      ㈜창보종합건설 경남기업㈜

청라1공구 연약지반처리공사 및 토공사 2006.06. ~ 2011.12. 26,951,788,050   한국토지공사 고려개발㈜

디에이 LCD프라자 신축공사 중 토공사 2006.05. ~ 2006.06. 132,000,000      ㈜동아토건 ㈜동아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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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십정동 금호 어울림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부대토공사
2006.04. ~ 2008.04. 1,101,810,321    대한토지신탁㈜ 금호산업㈜

인천시 십정동 금호 어울림 아파트

신축공사 중 맹암거공사
2006.02. ~ 2006.05. 196,522,700      기하건설㈜ 금호산업㈜

 청평 경남 아너스빌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06.01. ~ 2008.02. 2,262,600,000    ㈜후암건설 경남기업㈜

 부평삼산지구 엠코타운 신축공사 중

하수암거공사 및 흙막이공사
2005.09. ~ 2006.05. 1,352,615,388    ㈜엠코 ㈜해인코퍼레이션

 안산 시험 연구센터 건설공사 중

 흙막이 및 토공사
2005.08. ~ 2007.04. 1,078,880,000    산업기술시험원 성지건설㈜

 인천 산곡동 한양아파트 건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부대토목공사
2005.08. ~ 2008.01. 4,860,064,157    산곡한양재건축조합

금호건설㈜

이수건설㈜

군도12호선 선형개량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
2005.07. ~ 2006.03. 697,730,000      옹진군 세종건설㈜

대1-9호선(연수구 동춘동 910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 중 토공 및 부대공사
2005.05. ~ 2005.11. 693,000,000      인천시 대우자동차판매㈜

인천 중구보건소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
2005.05. ~ 2006.09. 564,410,000      인천 중구청 대지개발진흥㈜

송도 2.4공구(송도1시가지) 공원녹지

조성공사 중 토공사(1-3구역)
2005.03. ~ 2007.06. 962,940,00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SK건설㈜

 금융결제원 분당센타 신축공사 중

토공및 흙막이 공사
2005.01. ~ 2007.02. 1,673,967,429    금융결제원 현대건설㈜

 부천춘의 테크노파크Ⅱ토공 및

흙막이 공사
2004.12. ~ 2006.10. 2,277,565,976    고려개발㈜ 고려개발㈜

 역곡교회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04.11. ~ 2005.03. 330,000,000      역곡교회 ㈜국원토건

 옹진군청사 신축공사 중 토공사 2004.11. ~ 2005.12. 616,000,000      옹진군 ㈜태영

 여수 세종그랑시아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2004.10. ~ 2006.05. 1,221,154,000    지디비산업개발㈜ 세종건설㈜

 여주 세종그랑시아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2004.09. ~ 2006.04. 837,717,300      ㈜성문산업개발 세종건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4공구 2004.11. ~ 2007.12. 4,889,871,800    환경관리공단 ㈜대우건설

 인천 남촌동 성당 신축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04.07. ~ 2005.11. 120,000,000      남촌성당 ㈜국원토건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4공구 2004.06.~ 2005.09. 803,000,000      환경관리공단 삼성엔지니어링㈜

 영통아크로파크 신축공사중 흙막이공사 2004.07.~ 2006.06. 1,423,070,000    ㈜도모스프라임 고려개발㈜

충남 당진 세종그랑시아 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2004.03.~ 2005.02. 303,120,070      매트로개발㈜ 세종건설㈜

 강남 DNS빌딩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03.12.~ 2004.04. 495,000,000      ㈜성지건설 ㈜성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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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암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토공사 2003.09.~ 2004.06. 769,000,000      
경기도 화성시

상수도사업소
국제건설㈜

 인천 송도성지 리벨루스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03.11.~ 2006.04. 2,576,208,000    ㈜성지건설 ㈜성지건설

 인천 간석동 서해그랑블APT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2003.09.~ 2004.05. 160,000,000      ㈜서해종합건설 ㈜서해종합건설

인천 삼산지구 서해APT 신축공사

부대토목공사
2003.09.~ 2004.06. 410,000,000      ㈜서해종합건설 ㈜서해종합건설

강화 제2대교 건설공사 중

김포측 가도철거공사(수중공사)
2003.06.~ 2003.10. 165,000,000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한솔건설㈜

제주 노형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구조물,토공사
2003.04.~ 2004.12. 1,250,000,000    대한주택공사 한신공영㈜

주인공원 조성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2002.12.~ 2003.06. 420,000,000      인천서부공원사업소 (합자)우인종합건설

  상암3공구 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중

토공사
2002.08.~ 2005.01. 781,500,000      서울 도시개발공사 진흥기업㈜

가좌 근린공원 조성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2002.05.~ 2002.12. 440,000,000      인천 서구청 (합자)우인종합건설

대삼프라자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
2002.01.~ 2002.06. 1,510,000,000    나라종합건설㈜ 나라종합건설㈜

  단월천 개수 공사 2001.12.~ 2002.12. 600,000,000      이천시청 나라종합건설㈜

신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2001.11.~ 2002.05. 1,100,000,000    농업기반공사 나라종합건설㈜

관교여중 급식소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2001.10.~ 2001.12. 201,000,000      인천동부교육청 (합자)우인종합건설

  인천항 호안보수공사 2001.10.~ 2002.01. 1,100,000,000    인천항건설사무소 윤진종합건설㈜

  카렌스타운 주변 부대토목공사 2001.05.∼2001.07. 220,000,000      기아자동차㈜ 에이치랜드㈜

  카렌스타운 주차장 확장공사 2001.03.∼2001.05. 297,000,000      기아자동차㈜ 에이치랜드㈜

송도고교-능해로간 도로개설공사

구조물.부대공사
2001.05.∼2001.08. 350,000,000      인천시종합건설본부 현대산업개발㈜

  복하교 우회도로 (진리-안흥간) 개설공사 2001.03.∼2001.10. 953,710,000      이천시청 봉림종합건설㈜

  송도2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2001.02.∼2002.10. 1,582,873,600    인천시도시개발본부 현대산업개발㈜

  상동 그랑시아 신축공사 중 토공사 2000.12.∼2001.05. 341,600,000      세종건설㈜ 세종건설㈜

  아산공장 본관 신축공사 중 토공사 2000.09.∼2001.05. 657,250,000      현대자동차㈜ 에이치랜드㈜

  아산공장 본관 신축공사 중 토공사 2000.09.∼2000.12. 113,850,000      현대자동차㈜ 에이치랜드㈜

슈마타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사
2000.07.∼2001.04. 638,000,000      기아자동차㈜ 에이치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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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 현금흐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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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크레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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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크레더블 



오시는 길 

상세 주소 안내 

본점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48, 902 (구월동, 타워플러스) 
전화 :  032 - 431-6488  ,   팩스 : 032 - 431 - 6891 

오시는 방법 

지하철 :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  
승용차 :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공단 IC  



감사합니다. 

시민을 위한 건설, 환경을 위한 건설, 품질을 위한 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