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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향하는 강처럼,

더 넓고 더 깊어지겠습니다.

나무를 키우는 산처럼,

사람을 키우고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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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BOUT 
KANGSAN
강산이 네 번이나 변했지만 

강산개발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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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Message

강산개발은 1978년 6월 5일 창립이래 다양한 공사수행을 바탕으로

전문건설업체로서 건실하고 튼튼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78년 토공사 면허를 시작으로 현재 12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등 각종 SOC 공사 및 골프장,

택지조성 등의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을 지향하는 강산개발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경영으로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와 감동을 얻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바다를 향하는 강처럼 더 넓고 더 깊게,

나무를 키우는 산처럼 사람을 키우고 지키며

고객만족, 직원만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산개발 임직원 일동

국가 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튼실한 회사, 강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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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만족
언제나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01 02 03혁신을 통한 미래개척
끊임없는 도전으로 최고의

가치창출을 추구합니다.

친환경 시공
고객건강 우선, 자연과

하나되는 내일을 꿈꿉니다.

04 안전과 정밀시공
안전관리와 정밀시공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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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수상실적.

Company
History

Award
Performance

40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강산개발은 창립이래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신도시 건설 등 공공인프라

사업을 주축으로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공사와

함께 특화된 기술, 우량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ㆍ토공사업 면허취득

ㆍ강산개발㈜ 법인설립

ㆍ품질인증

  ISO 9002에서

  ISO 9001로 전환

1978 1979 1994 1997 1999 2000

1980~1999

ㆍ한국도로공사 우수시공업체 감사패 (1987)

ㆍ동산토건㈜ 시공 및 품질관리 우수 업체상 (1987)

ㆍ대림산업㈜ 우수업체 감사패 (1986)

ㆍ㈜삼호 시공 및 품질관리 우수 업체상 (1985)

ㆍ내무부장관 감사장 (1985)

ㆍ서울특별시장 표창 (1984)

ㆍ서울특별시 경찰국장 감사장 (1984)

ㆍ태평양건설㈜ 시공 및 품질관리 우수 업체상 (1984)

ㆍ대림산업㈜ 우수업체 감사패 (1981)

ㆍ한국도로공사 우수하도급업체 선정 (1999)

ㆍ두산건설㈜ 시공 및 품질관리 우수 업체상 (1999)

ㆍ강산건설㈜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우수 시공업체 지정 (1998)

ㆍ일성종합건설㈜ 우수업체 공로패 (1994)

ㆍ두산건설㈜ 우수업체 감사패 (1993), (1995)

ㆍ대통령 표창 (1993)

ㆍ대림산업㈜ 무재해 현장 감사패 (1993)

ㆍ대림산업㈜ 우수업체 감사패 (1990)

ㆍ건설부장관 표창 (1990)

ㆍ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ㆍ포장공사업 면허취득

ㆍ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

ㆍ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 ㆍ품질인증

 ISO 9002 취득

ㆍ자본금 증자 
   (총 자본금 ￦4,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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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8 2011 2013 2017 2020

2000~2020

ㆍ한국도로공사 건설공사 기여 공로 표창패 (2009)

ㆍ대림산업㈜ 우수업체 감사패 (2009), (2013)

ㆍ한국도로공사 건설공사 기여 공로 표창패 (2008)

ㆍ대림산업㈜ 우수업체 감사패 (2008)

ㆍ한국도로공사 건설공사 기여 공로 표창패 (2007)

ㆍ대전지방국토관리청 표창패 (2004)

ㆍ한국도로공사 건설공사 기여 공로 표창패 (2003)

ㆍ건설교통부 건설산업발전 기여 공로패 (2000)

ㆍ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 기여 공로 표창패 (2000)

ㆍ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패 (2020)

ㆍ현대엔지니어링㈜ 우수협력사 인증 (2020)

ㆍSGI 서울보증 우수업체 감사패 (2017)

ㆍ대림산업㈜ 우수업체 감사패 (2014)

ㆍ현대제철 우수준공 표창패 (2013)

ㆍ현대엠코㈜ 우수시공 감사패 (2013)

ㆍ한국토지주택공사 우수전문건설업체 선정 (2013)

ㆍ대한건설협회 서울시지회 공로패 (2013)

ㆍ한국남동발전㈜ 우수업체 감사패 (2010)

ㆍ강산개발 CI 리뉴얼

ㆍ신사옥 이전

ㆍ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

ㆍ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취득

ㆍ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취득

ㆍ수중공사업 면허취득

ㆍ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취득

ㆍ강구조물공사업 면허취득

ㆍ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취득

ㆍ해외건설업면허 등록

ㆍ아름다운 강산

슬로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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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도.

Organization
임직원의 행복으로 고객의 만족을 키웁니다.

강산개발은 합리적인 경영으로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바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으로 

고객만족, 직원만족이라는 최상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견   적

기획감사부

경   리공사관리공   무

법무부

자   재 총   무

기   술   부

기   획   실

경   리   부관   리   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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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Subsidiary
현재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업

기본과 정도를 중시하는 우리회사는 ‘바르게 짓는 큰 기술’을 지향합니다.

창의적인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정도경영을 통하여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우량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강산개발(주)는 1978년 설립이래 전문건설업 선두주자로 국가기간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도로, 항만, 철도 등 건설업 전 분야에서 꾸준한 기술개발과 연구로 국민의 편리한 생활터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산건설(주)는 1982년 설립이래 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을 주축으로 건축과 토목 등

전 분야에서 국내 건설산업을 선도해 왔으며, 고품격 주택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폭 넓은 고객가치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추리21CC는 122만평의 대자연 속에 파인, 레이크, 필드, 밸리, 마운틴 코스로 구성 된

총 45홀 규모의 매머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와 힐링, 레저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센추리21CC에 오셔서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토공사 순위 28위, 시공능력평가액 827억 원 (2022년)

토목건축업 도급순위 88위, 시공능력평가액 3,396억 원 (2022년)

골프장 45홀 (회원제 18홀, 대중제 27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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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현황 및 제증명.

License &
Registration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토공사업) 건설업등록증 (비계구조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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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증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건설업등록증 (강구조물공사업)

전문건설업등록증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등록증 (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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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현황 및 제증명.

License &
Registration

건설업면허증 (수중공사업)

건설업면허증 (철물공사업)

건설업면허증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건설업등록증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5ABOUT KANGSANKANGSAN DEVELOPMENT 

전문건설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전문건설업등록증 (조경식재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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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및 경영상태.

Financial
Highlights

토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
시공능력순위
(2022년)

시공능력
평가액

9496

82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8위
29위

나이스디앤비 기업신용평가등급

단위 : 억 원

보링그라우팅공 포장공 토공

이크레더블 신용평가등급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 단위 : 천 원

부채비율 58.09% 부채총계    43,793,845 자기자본 75,389,469

유동비율 64.27% 유동자산 24,616,486 유동부채 38,301,301

매출액순이익율 16.1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7,956,544 총매출액 49,397,158

매출액영업이익율 0.39% 영업이익 194,733 총매출액 49,397,158

자산회전율 0.45회 총매출액 49,397,158 (기초+기말자산)/2 108,966,934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0.00% 건설기술개발비 0 건설매출액 0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2021. 12.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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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VISION & 
FIELD OF
BUSINESS
함께하는 세상을 지향하는 강산은

행복한 삶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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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사업영역.

Vision & Field
 of Business

정직하고 바른 기업, 강산개발

강산개발은 축적된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추구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더 편리한 세상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도시와 사람을
바르게 연결하는 기업

정도경영
(HONESTY)

인간경영
(HUMANITY)

환경경영
(HARMONY)

사람과 사람을
바르게 연결하는

기업

자연과 사람을
바르게 연결하는
기업

WE DREAM OF 3H
HONESTYㆍHUMANITYㆍHARMONY

비전

사업분야

지속가능경영

1.
정도경영을 위한
실천규범

도로 공사, 철도ㆍ지하철 공사, 골프장ㆍ레저시설 공사, 단지ㆍ택지 공사, 흙막이ㆍ가시설 공사,

항만ㆍ하천 공사, 플랜트 토목 공사, 친환경 녹색 토목 공사, 군부대 공사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강산개발은 자유 시장 경제의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윤리관을 확립하고, 바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한 건전한 기업문화

를 창출할 것입니다.

상생하는 기업

모든 직원들의 정신적, 물질적 행복 추구는 물론이고 각종 사회봉사 활동, 사회 공헌 활동에 

동참하여 기업시민으로 책임을 다하며 고객, 파트너, 협력사와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동반성장

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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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경영을 위한
실천규범

3.
품질경영을 위한
실천규범

4.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실천규범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기업

강산개발은 고객 감동과 지역발전, 직원 만족을 위한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환경경영 중장기 로드맵 수립

지속적인 경영 진단을 통해 환경경영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객관적 평가에 따라 

개선점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감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개선 인식을 상기합니다.

제로에너지를 실현하는 친환경 제품 사용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합니다.

지속적인 친환경기술 사용 및 개발

지구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에너지 효율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지속적 

으로 개발하고 활용합니다.

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시스템 선진화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급화를 위해 최적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서별 업무 분업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설계, 시공, 구매 등 분야별/단계별 체계적인 품질교육

품질관리 정책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 단계별 체계적인 품질교육을 통해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정기적인 품질 감사와 경영진의 피드백을 통한 전사적 품질경영

정기적으로 품질수준을 측정하고 검토하는 정기 품질 감사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무한한 책임정신으로 최상의 품질서비스 제공

고객가치 창출을 목표로 책임감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품질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합니다.

비전 구체화를 위한 방침

사전 위험요소 확인 및 지속적인 개선과 감성 안전 문화 선도(자발적 안전 문화 형성)에 기여하며, 

안전보건 관련 정부 정책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방침을 통한 달성 목표

사망사고 ZERO! 중대재해 ZERO! 유사 및 동종 재해 근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활동

CEO 및 임원진 현장 점검 및 전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능동적, 적극적 안전보건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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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BUSINESS
AREA
강산개발은 바른기술로 국토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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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도로 공사

진접선 토공 및 구조물 진입도로 조성공사(2공구)  2019.10~2022.12

와촌-청통간 도로4차로 확포장공사  2013.05~2016.12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2009.06~2010.12 

화성향남2지구 지방도 309호선 건설공사  2015.01~2020.01

행정중심복합도시 미호천1교 토공 및 구조물공사  2010.10~2015.02

석근-도두간 도로개설공사  2009.06~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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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고속철도오송역 도로건설공사(1공구)  2009.03~2010.12

고속도로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3공구)  2005.08~2012.06

청도-경산간 도로4차로 확장공사  2004.12~2015.01

고창 상하-구시포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007.09~2012.05

고속국도 제27호선 전주-광양간 건설공사(4공구)  2005.04~2010.12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건설공사(2공구)  2004.08~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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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 공사명 공사기간

(주)HJ중공업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 확포장공사 토공 및 구조물 공사 2022.09~2025.07

(주)HJ중공업 영동선 안산-북수원간 확장공사(2공구) 토공 및 구조물공사 2022.04~2026.04

(주)포스코건설 세종-안성간 건설공사(제8공구) 토공 및 구조물공사 2022.02~2024.06

강산건설(주) 군도8호선(차산~삼봉) 도로개설공사 2022.01~2023.12

현대엔지니어링(주)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9공구) 2021.05~2024.06

현대엔지니어링(주) 진접선 차량기지 2공구 건설공사 중 토공 구조물공사 2019.10~2022.12

강산건설(주) 화성향남2지구 지방도 309호선 건설공사 2015.01~2020.01

두산건설(주) 평창-정선(3공구) 도로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 2014.07~2019.01

대림산업(주) 화양-나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1,2,3공구) 2013.11~2018.12

강산건설(주) 와촌-청통간 도로4차로 확포장공사 2013.05~2016.12

현대엔지니어링(주) 송산동서진입도로 건설공사 2012.11~2019.07

대림산업(주) 서천-보령(1공구) 도로건설공사 2011.03~2016.04

두산건설(주) 평창-정선(3공구) 도로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1공구)-1 2011.02~2019.01

강산건설(주) 화개교-북천교간(대로1-1)도로 확포장공사 2011.10~2015.01

두산건설(주) 행정중심복합도시 미호천1교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 2010.10~2015.02

강산건설(주) 석근-도두간 도로개설공사 2009.06~2012.07

강산건설(주)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2009.06~2010.12

강산건설(주) 행복도시-고속철도오송역 도로건설공사(1공구) 2009.03~2010.12

강산건설(주) 고창 상하-구시포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007.09~2012.05

현대엠코(주) 송산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도38호선 대체노선 개설공사 2007.01~2013.06

태평양개발(주) 성남판교지구 국지도 23호선 지하차도 건설공사 2006.05~2008.08

한신공영(주) 고속국도 제27호선 전주-광양간 건설공사(15공구) 2005.11~2012.01

두산중공업(주) 고속국도 제27호선 전주-광양간 건설공사(16공구) 2005.09~2011.12

한신공영(주) 고속도로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3공구) 2005.08~2012.06

범양건영(주) 외 1개사 고속국도 제27호선 전주-광양간 건설공사(10공구) 2005.08~2012.03

범양건영(주) 외 1개사 고속국도 제27호선 전주-광양간 건설공사(4공구) 2005.04~2010.12

강산건설(주) 청도-경산간 도로 4차로 확장공사 2004.12~2015.01

일경산업개발(주)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건설공사(2공구) 2004.08~2011.11

대림산업(주) 복수-대전간 지방도 4차로 확장 및 포장공사 2004.04~2009.04

도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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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 공사명 공사기간

두산중공업(주) 외 2개사 천안-병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2002.12~2004.09

강산건설(주) 개정-성산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중 구조물공사 2002.08~2006.02

강산건설(주) 송리-반송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2001.10~2003.12

강산건설(주) 고매-기흥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2000.12~2004.12

두산건설(주) 영동고속도로 호법-가남간 확장 2공구 공사 2000.12~2003.12

강산건설(주) 서부간선도로-구로1동 진입고가차도 건설공사 2000.10~2002.01

대림산업(주) 강변북로 연결도로(천호대교-토평동간) 공사 2000.05~2003.12

강산건설(주) 국도1호선 수해복구공사 1998.11~1999.06

대림산업(주) 소양3교 및 접속도로 건설공사 1997.10~1999.12

일성종합건설(주) 의성 - 안동간 도로공사중 토공 및 배수공 옹벽공사 1997.10~1997.12

두산건설(주) 분당 - 내곡간도시 고속도로건설공사(3공구) 1997.10~1994.12

두산건설(주) 외 2개사 대전 - 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4공구) 1997.06~2000.12

강산건설(주) 금남우회도로 축조공사 1995.11~1999.12

대림산업(주) 소양2교 가설공사 1995.09~1997.12

강산건설(주) 문경 - 점촌간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1995.05~1997.12

강산건설(주) 진접-신팔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1993.03~1999.12

강산건설(주) 호남고속도로 북대전I/C 건설공사 1992.04~1993.10

벽산개발(주) 중앙고속도로 제4공구 건설공사 1991.07~1994.12

두산건설(주) 중앙고속도로 제7공구 건설공사 1991.05~1994.12

신림종합건설(주) IBRD 6차 차관사업(전곡 - 성동) 공사(1공구) 1990.08~1992.11

삼성종합건설(주) 중앙고속도로 건설공사(6공구) 1990.02~1991.12

신림종합건설(주) 구마고속도로 창녕IC 건설공사 1988.10~1990.03

강산개발(주) 관내CON’C포장도로공사 1988.04~1988.12

동산토건(주) 수정 - 남포간 도로공사 중 토공사 1988.03~1989.02

대림산업(주) 여수 - 방죽포간 도로포장(7차)공사 1987.08~1987.12

(주)한양 두마진입도로 건설공사 1987.01~1987.07

동산토건(주) 중부고속도로 3공구 건설공사 1985.08~1987.12

서진종합건설(주) IBRD국도 포장공사(남창-진하) 1984.12~1985.02

태평양건설(주) 호남고속도로 4차선 확장 9공구 건설공사 1984.07~1986.07

도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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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 공사명 공사기간

태평양건설(주) 호남고속도로 4차선 확장 2공구 건설공사 1983.06~1984.12

태평양건설(주) 88올림픽 고속도로 제5공구 건설공사 1983.05~1984.04

태평양건설(주) 88올림픽 고속도로 제9공구 건설공사 1982.08~1983.04

대림산업(주) 용인-평택간 도로 포장공사(1공구) 1982.06~1983.06

남광토건(주) IBRD 내덕-소도간 국도 포장공사 1981.11~1982.05

대림산업(주) IBRD 안성-장호원간 국도 포장공사 1980.03~1982.12

도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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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ROADㆍMETRO
철도ㆍ지하철 공사

동북선 건설공사 토공 및 구조물공사(3-2공구)  2021.02~2025.11

도담-영천 복선전철 9공구 토공 및 구조물 2구간  2017.05~2022.12

포승-평택 철도건설 1공구 건설공사(2구간)  2011.05~2016.02 

서해선 복선전철 9공구 토공 및 구조물공사(3구간)  2018.02~2021.06

소사원시복선전철 4공구 노반공사 4-2구간  2012.08~2018.06

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 328공구 토목공사  2005.11~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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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 공사명 공사기간

현대엔지니어링(주)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토공 및 구조물공사(3-2구간) 2021.02~2025.11

(주)한진중공업 서해선 복선전철 제9공구 토공 및 구조물공사(3구간) 2018.02~2022.12

(주)포스코건설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건설공사 토공 및 구조물공사 2017.05~2024.12

(주)대우건설 소사원시복선전철 제4공구 중 노반공사 4-2구간(터널/원곡정거장) 2012.08~2018.06

(주)대우건설 소사원시복선전철 제3공구 중 화랑정거장 및 터널공사 2011.12~2018.07

대림산업(주) 포승-평택 철도건설 1공구 토공 및 하부구조물공사(2구간) 2011.05~2016.02

강산건설(주) 송정 외 6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5공구) 2010.02~2010.12

강산건설(주) 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 328공구 토목공사 2005.11~2010.12

한신공영(주) 인천 1호선 송도신도시연장사업(2공구) 토공, 가시설 및 구조물공사 2005.05~2009.12

두산건설(주) 외 1개사 정선선 나전-구절리간 수해복구 기타공사 2003.03~2004.05

강산건설(주) 지하철1-4호선 환승역 편의시설 설치공사 2001.08~2004.06

쌍용건설(주) 외 3개사 경의선(용산-문산)복선 전철 제2공구 노반공사 2001.03~2007.03

두산건설(주) 외 4개사 경부고속철도 1-1공구 노반신설 및 기타공사 1996.11~2003.11

동부건설(주) 외 2개사 경부고속철도 3공구 노반신설 및 기타공사 1995.08~2001.02

강산건설(주) 부산지하철 2호선 219공구 토목공사 1992.07~1999.07

(주)대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하상가 토공사 1981.04~1981.06

(주)대우개발 지하철 2호선 제2-3공구 건설공사 1981.02~1982.07

대림산업(주) 지하철 2호선 제6-8공구 건설공사 1981.01~1984.05

대림산업(주) 지하철 3호선 제314공구 건설공사 1980.07~1983.11

철도ㆍ지하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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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ㆍLEISURE
골프장ㆍ레저시설 공사

더스타휴 클럽하우스 신축공사  2011.08~2012.09

프린세스GC 조성공사 (18HOLE)  2005.08~2007.12

센추리21CC 건설공사(대중) (9HOLE)  2003.03~2005.12 

코스카CC 조성공사 (18HOLE)  2010.01~2011.12

해비치CC 조성공사 (18HOLE)  2003.02~2006.09

렉스필드CC 건설공사 (27HOLE)  1995.1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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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TPC 클럽 건설공사 (27HOLE)  1994.09~2000.05

신원월드 골프장 건설공사 (9HOLE)  1990.03~1991.08

춘천라데나CC 시설공사 (9HOLE)  1988.08~1989.12

송추CC 건설공사 (18HOLE)  1993.03~1994.12

아시아나CC 건설공사 (9HOLE)  1989.10~1991.06

서울레이크사이드 골프장 건설공사 (9HOLE)  1988.02~1989.07



31BUSINESS AREAKANGSAN DEVELOPMENT 

 

원도급사 공사명 공사기간

강산건설(주) 더스타휴 클럽하우스 신축공사 2011.08~2012.09

강산개발(주) 코스카CC (18HOLE) 조성공사 2010.01~2011.12

강산건설(주) 프린세스GC 조성공사 (18HOLE) 2005.08~2007.12

강산건설(주) 센추리21CC 건설공사(대중) (9HOLE) 2003.03~2005.12

강산건설(주) 해비치CC 조성공사 (18HOLE) 2003.02~2006.09

강산건설(주) 센추리21CC 건설공사(II) (18HOLE) 2001.03~2003.12

강산건설(주) 센추리21CC 건설공사(I) (18HOLE) 1995.11~2002.12

강산건설(주) 렉스필드CC 건설공사 (27HOLE) 1995.10~2003.08

강산건설(주) 양평 TPC클럽 건설공사 (27HOLE) 1994.09~2000.05

강산건설(주) 송추 CC 건설공사 (18HOLE) 1993.03~1994.12

강산건설(주) 경북 CC 건설공사 (진입도로외) 1990.03~1991.08

강산건설(주) 신원월드 골프장 건설공사 (9HOLE) 1990.03~1991.08

(주)광주고속 아시아나CC 건설공사 (9HOLE) 1989.10~1991.06

강산건설(주) 나산필로스CC 건설공사 중 토공 및 배수공사 (18HOLE) 1989.10~1991.04

동산토건(주) 춘천라데나CC 시설공사 (9HOLE) 1988.08~1989.12

럭키개발(주) 서울레이크사이드 골프장 건설공사 (9HOLE) 1988.02~1989.07

골프장ㆍ레저시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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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021.06~2022.12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공사 (1공구)  2018.10~2021.09

원주무실 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007.09~2011.07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조성공사  2019.06~2021.02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6공구)  2008.12~2014.12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 사업 조성공사 (1공구)  2002.10~2006.04

COMPLEX
LAND DEVELOPMENT
단지ㆍ택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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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 공사명 공사기간

(주)포스코건설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공) 토공사 2021.12~2024.12

강산건설(주)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021.06~2022.12

(주)포스코건설 평택 지제세교지구 1블록 공동주택(시공) 토공사 및 파일공사 2019.12~2020.12

강산건설(주)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조성공사 중 토공사 2019.06~2021.02

현대엔지니어링(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 (1공구) 2018.10~2022.11

두산건설(주)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조성공사 (죽동지구) 2011.08~2018.06

강산건설(주) 김포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장기-신김포 3차) 중 토공사 외 2009.07~2010.12

강산건설(주)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6공구) 중 토공사 외 2008.12~2014.12

강산건설(주) 원주무실 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중 토공사 외 2007.09~2011.07

강산건설(주)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 사업 조성공사 (1공구) 중 토공사 2002.10~2006.04

강산건설(주) 성남여성문화회관 및 도서관 신축공사 중 토공사 1998.02~2001.12

강산건설(주) 종합에너지회관 건설공사 중 토공사 1997.04~2000.02

강산건설(주) FM200평택 공장 신축공사 중 부지조성 공사 1996.09~1997.10

강산건설(주) (주)서울경금속 제1공장 신축공사 중 토공사 1995.10~1996.02

강산건설(주) 풀무원 연구센터 신축공사 중 부지조성 공사 1995.09~1996.12

(주)세모 청도학일 온천관광단지 조성공사 1991.02~1993.07

(주)한양 시화지구개발 시흥공업단지 제5공구 공사 1988.08~1989.12

대림산업(주) 외 1개사 응봉 제1지구 APT 신축공사 1987.12~1989.12

덕수종합개발(주) 인천장수 배수지 부지정지공사 1987.12~1988.11

강산개발(주) 중부권개발공사 2공구, 3공구 토공사 외 공사 1986.08~1987.12

대성제철 대성제철 주유소 부지정지공사 1985.04~1985.11

대림산업(주) 안성 중앙대학교 부지정지공사 1983.09~1983.10

강산건설(주) 수원 우만동 APT 택지조성공사 1983.03~1983.06

대림산업(주) 상도동 대림 APT 조성공사 1981.03~1981.12

대림산업(주) 남서울운동장 가설공사 1980.04~1980.12

대림산업(주) 평창동 APT 조성공사 1979.04~1979.05

단지ㆍ택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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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공) 토공사  2021.12~2024.12

기장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토공 및 가시설공사  2018.05~2021.05

화양-나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및 흙막이공사  2013.11~2018.12

울산신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중 케이슨제작공사  2020.05~2022.03

군산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2015.11~2018.04 

송산동서진입도로 건설공사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12.11~2019.07

OTHER
기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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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원시선 4공구 원곡정거장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12.08~2018.06

일관제철소 3기 건설 후판공장2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11.08~2013.12

낙동강살리기23공구 사업 토공 및 구조물공사  2009.11~2013.06 

대덕연구개발특구 죽동배수지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11.08~2018.06

일관제철소 3기 건설 토목공사 중 연주공장  2011.05~2013.12

보건환경연구원 증축공사 토공 및 흙막이 공사  2009.07~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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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지구 조성공사 (6공구)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08.12~2014.12

어유정항 정비공사 중 방파제 및 접안 시설 축조공사  2007.10~2016.02

일관제철소 건설공사 중 제강설비 토목공사  2007.07~2010.06

일관제철소 건설공사 중 후판공장 토목공사  2008.03~2010.09

임자 제2수원지 상수도 시설공사  2007.08~2010.12

예천양수발전소 토건공사  2005.03~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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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 공사명 공사기간

현대엔지니어링(주) 포항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가시설 및 구조물공사 2021.11~2022.09

강산건설(주) 송산 리안비채 테라스 신축공사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21.09~2022.09

현대엔지니어링(주) 기장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토공 및 가시설공사 2018.05~2021.05

강산건설(주) 화성향남2지구 지방도 309호선 건설공사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15.01~2019.10

대림산업(주) 화양-나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13.11~2018.12

강산건설(주) 와촌-청통간 도로4차로 확포장공사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13.05~2016.12

현대엔지니어링(주) 송산동서진입도로 건설공사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12.11~2019.07

(주)대우건설) 소사원시선 제4공구 원곡정거장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12.08~2018.06

현대엠코(주) 열연공장 3기 기존공장내 설비증설 기초공사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12.02~2013.12

(주)대우건설 소사원시선 제3공구 화랑정거장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11.12~2018.07

두산건설(주) 대덕연구개발특구1단계 개발사업 죽동배수지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11.08~2018.06

현대엠코(주) 일관제철소 3기 건설 후판공장2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11.08~2013.12

현대엠코(주) 일관제철소 3기 건설 후판공장1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11.05~2013.12

현대엠코(주) 일관제철소 3기 건설 연주공장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11.05~2013.12

강산건설(주) 송정 외 6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5공구)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10.02~2010.12

대림산업(주) 낙동강살리기23공구 사업 강정보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09.11~2013.06

강산건설(주) 보건환경연구원 증축공사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09.07~2011.07

강산건설(주) 김포지역 전력구공사(장기-신김포 3차)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09.07~2010.12

현대엠코(주) 일관제철소 건설 연주공장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09.02~2010.06

강산건설(주)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6공구)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08.12~2014.12

현대엠코(주) 일관제철소 건설 후판공장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08.03~2010.09

강산건설(주) 원주무실 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07.09~2011.07

현대엠코(주) 일관제철소 건설 제강설비공장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07.07~2010.06

한신공영(주) 인천1호선 (2공구) 테크노파크정거장 토공 및 흙막이공사 2005.05~2009.12

강산개발(주) 오륜교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2002.12~2004.03

강산건설(주) 신양 복합상업시설 신축공사 2002.10~2003.09

강산건설(주)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벤처기업집적시설) 건립공사 2001.03~2003.06

강산건설(주) 비전동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CIP공사 1996.04~1996.07

강산건설(주) 나주-몽탄간 도수관로공사 중 가시설공사 1995.10~1995.11

흙막이·가시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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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 공사명 공사기간

강산건설(주) 평택비전동 833빌딩 신축공사 1995.04~1995.10

강산건설(주) 인천 부평구 청사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 1993.10~1994.02

강산건설(주) 분당야탑시장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1993.06~1994.10

강산건설(주) 하림빌딩 신축공사 중 토공사 1991.07~1993.07

강산건설(주) 공예관 철거 및 토공사 1991.07~1991.12

강산건설(주) 안중근린생활 시설공사 중 토공사 1991.03~1991.12

강산건설(주) 샹제리제센터 지하 연결통로공사 1990.02~1990.10

(주)한양 예술의전당 토목공사 1988.11~1990.06

대림산업(주) 한국은행 강남별관 신축공사 1988.10~1991.09

대림산업(주) 한국감정원 본점 사옥 신축공사 중 토공사 1980.05~1981.03

흙막이·가시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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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 공사명 공사기간

강산건설(주) 옥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단계 2021.01~2023.05

포스코건설(주) 울산신항 남방파제(2-2공구) 축조공사 중 케이슨제작공사 2020.05~2022.08

대림산업(주) 낙동강살리기 23공구 사업 토공 및 구조물공사 2009.11~2013.06

대림산업(주) 어유정항 정비공사 중 방파제 및 접안시설 축조공사 2007.10~2016.02

진덕산업(주) 소리천 개수공사 2000.06~200112

대림산업(주) 아산항공업기지 평택항만호안공사 1990.12~1995.11

강산건설(주) 단대천(지하상가구간) 복개 및 횡단통로공사 1992.09~1994.06

강산건설(주) 면목유수지 복재 주차장 건설공사 1992.01~1994.03

대림산업(주) 해안매립사업건설 및 BTX부지정리공사 1988.08~1989.11

대림산업(주) 망원배수로 시설공사 1988.03~1989.02

동산토건(주) 인천교 매립공사 1988.02~1989.12

대림산업(주) 안양천 분류 하수관로 시설공사 1985.07~1986.02

대림산업(주) 한강종합개발 2공구 공사 1983.01~1986.07

대림산업(주) 인천항 8부두 건설공사 1982.02~1987.08

항만·하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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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엠코(주) 열연공장 3기 토목공사 중 기존공장내 설비증설 기초공사 2012.02~2013.12

현대엠코(주) 일관제철소 3기 건설 토목공사 중 후판공장2 2011.08~2013.12

현대엠코(주) 일관제철소 3기 건설 토목공사 중 후판공장1 2011.05~2013.12

현대엠코(주) 일관제철소 3기 건설 토목공사 중 연주공장 2011.05~2013.12

현대엠코(주) 일관제철소 건설공사 중 후판공장 토목공사(!기) 2008.03~2010.09

현대엠코(주) 일관제철소 건설공사 중 연주공장 잔여공사(!기) 2009.02~2010.06

현대엠코(주) 일관제철소 건설공사 중 제강설비 토목공사(1기) 2007.07~2010.06

대림산업(주) 예천양수발전소 토건공사 2005.03~2011.12

대림산업(주) 임하 역조정지댐 건설공사 1987.12~1988.12

강산건설(주) 보령철구 공장 신축공사 1997.04~1997.08

대림산업(주) 호남에틸렌 건설공사 1987.01~1989.08

대림산업(주) 럭키유화 여천공장 건설공사 1987.01~1989.07

대림산업(주) 호남정유 여천공장 건설공사 1987.01~1987.11

한국중공업(주) 반월 열병합발전 설비공사 1987.01~1987.03

대림산업(주) 호남정유 건설공사 1986.09~1988.11

대림산업(주) 광양제철 부지공사 1982.11~1983.06

대한준설공사 광양1기 열연공장 건설공사 1982.08~1986.12

대림산업(주) 청평 양수발전소 건설공사 1980.07~1980.11

동아건설(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1979.04~1981.03

플랜트 토목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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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건설(주) 2013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군산시) 2015.11~2018.04

강산건설(주) 임자 제2수원지 상수도 시설공사 2007.08~2010.12

강산건설(주) 하빈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중 구조물공사 2004.11~2008.10

강산건설(주) 미호천 2지구 서부 2공구 토목공사 2000.11~2004.01

강산개발(주) 고삼저수지 준설공사 1995.07~1997.12

덕수종합개발(주) 월산지구 경지정리공사 1987.12~1988.07

동산토건(주) 창원-마산 하수처리장 2차 공사 중 구조물공사 1987.08~1987.12

(주)라이프주택 영산강 유역개발 2-3공구 공사 1987.08~1984.10

롯데평화건설(주) 삽교천 신흥간선공사 1980.04~1987.06

친환경 녹색 토목 공사

 

원도급사 공사명 공사기간

대림산업(주) 5951-2 시설공사 1992.02~1995.03

강산건설(주) 1114지역 시설공사 1987.06~1987.11

태평양건설(주) 86-87-2 시설공사 1986.08~1987.03

태평양건설(주) 86-16-1 시설공사 1986.05~1986.09

대림산업(주) 85-16-1 시설공사 1985.07~1985.12

대림산업(주) 1074-83-1 시설공사 1983.07~1985.12

서진종합건설(주) 동두천 00지역 시설공사 1984.03~1984.10

대림산업(주) 오산 TACC 건설공사 1979.05~1983.12

대림산업(주) 7953-82-69 시설공사 1982.09~1983.09

대림산업(주) 754-80-13 시설공사 1981.08~1982.09

군부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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