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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사말 회사개요

BOOKANG CONSTRUCTION03 BOOKANG CONSTRUCTION 04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출발
지금 부강종합건설(주)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부강종합건설은 2001년 창사이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우리 삶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여 왔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업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잘 알기에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부강종합건설은 ‘세상을 바꾸는 건설의힘’을 믿고 있으며
부강종합건설이 시장의 변화를 선도하는
건설융합의 선두주자로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갈
것에 대해 확신합니다.

부강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 상 훈

이 상 훈

회사명 부강종합건설(주)

설립일자 2001년 09월 20일

대표이사 이 상 훈

자본금 6,224,330,000원

업   종 토목건축공사업

사업자등록번호 610-81-53356

연락처 Tel. 052-261-2000  Fax. 052-261-2011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30(신정동, 대원빌딩6층)

토지 개발 
계획 사업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토지개발 및 

매립사업

환경시설과
산업플랜트

수자원공급 시스템
하수 폐수처리 시스템

도시침수 예방사업

토목, 건축 &
조경공사업

도로, 교량, 빌딩, 공장
개보수 및 구조물 강화

기타 시설물 설치
공원조성 등 조경

회사소개 회사 자격증명 공사 실적현황 공사 현장전경회사소개 회사 자격증명 공사 실적현황 공사 현장전경



회사연혁 회사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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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01.09    법인설립 자본금 10억4천만원 대표이사 송성웅 취임
‘01.10    토목공사업(NO. 0700042)

건축공사업(NO. 070100) 면허취득

‘05.10    ISO 9001 인증취득

’06.11    해외건설업 면허취득(NO.594)

‘11.11    대표이사 변경(이성강 취임)

’12.01    대표이사 변경(송성웅 취임)
‘12.05    대표이사 변경(조경래 취임)

‘14.03    서울 시민 환경 기술상 수상(서울시)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면허취득(NO. 07-0009)
시설물 유지관리업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울산남구2014-29-01)

‘14.05    조경 공사업 면허취득(NO. 07-0025)
‘14.08    ISO 14001 인증취득
‘14.10    자본금 증자 증자후 총 자본금52억

‘17.04    대표이사 변경(이상훈 취임)

2005

2006

2011

2012

2014

2017

영업팀 공무팀 공사팀구매팀 총무팀 인사팀 영업팀 공무팀 공사팀

회사소개 회사 자격증명 공사 실적현황 공사 현장전경 회사소개 회사 자격증명 공사 실적현황 공사 현장전경

안전 /  
품질 관리팀

내부
감사팀

대표이사

국내 
사업부

해외 
사업부관리부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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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회사 자격증명 공사 실적현황 공사 현장전경 회사소개 회사 자격증명 공사 실적현황 공사 현장전경



기업재무현황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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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 ISO 14001

▪재무 정보

43.50% 167.41% 37.39% 1.92% 5.15%

2017년 기준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본비율 ▶총 자산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ROE)

회사소개 회사 자격증명 공사 실적현황 공사 현장전경 회사소개 회사 자격증명 공사 실적현황 공사 현장전경

ISO 9001
ISO 14001



해외 건설업등록증
토목건축 / 산업환경설비 / 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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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 시공능력평가액
건설시공실적 / 건설공사실적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 환경설비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건설공사 실적(최근5년간) 확인서

토목건축 공사업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조경
공사업

시공능력액  
41,112

시공능력액  
30,738

시공능력액  
105,686

토목

건축
산업환경

설비

조경
공사업

실적액  
74,192

실적액  
12,268

실적액  
1,445

실적액  
252,345

사업분야
(단위: 백만원)

5년간 공사실적
(단위: 백만원)

회사소개 회사 자격증명 공사 실적현황 공사 현장전경 회사소개 회사 자격증명 공사 실적현황 공사 현장전경



주요 공사실적
공사현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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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세상을 향한 출발!
지금 부강종합건설(주)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옥동~농소1 도로개설공사 알제리 사하라사막 새우양식연구센터 건립사업



2010 SKIKDA REFINERY R&A Proj-
ect Temporary Building Work 삼성엔지니어링㈜ 3,632,000 알제리

2011 무거119 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소방서 829,000

2012 낙동강살리기 20공구 건축공사 SK건설㈜ 3,712,000

2012 고객상담센터 울산신청사 신축공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4,299,000

2013 그린센터CU 폐수증설설비동
건축공사 삼성엔지니어링㈜ 3,556,000

2014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경기도광주시 13,988,000

2014 알제리 사하라새우양식
기술이전사업 시공계약 한국국제협력단 1,944,000 알제리

2014 리비아 굽바2000세대 신축공사 현대엠코 10,915,000 리비아

2015 일산 선원흥역사 신축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8,847,000

2016 강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 경상북도 구미시 16,930,000

2016 하남미사 제5,6 초등학교
신축공사 LH공사 16,797,000

2018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상역사 신축공사 스마트레일 4,583,040

2019 구미 TX 레몬 사업장 건축공사 TOPTEC 11,200,000

주요 공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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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공사명 발주자명 공사대금 비고

건축 (단위: 천원)

회사소개 회사 자격증명 공사 실적현황 공사 현장전경 회사소개 회사 자격증명 공사 실적현황 공사 현장전경

주요 공사 실적

년도 공사명 발주자명 공사대금 비고

토목 (단위: 천원)

2011 온산 국가산업단지내 공장부지
조성사업

㈜대원에스앤피외
4개업 48,342,000

2011 반구동 지구외2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기반시설 설치공사(3차) 울산광역시 중구청 1,704,000

2011
방어진 처리구역(명촌)

지선관거 부설공사 울산광역시 8,883,000

2011 옥계~산동간 지장관로 이설공사 SK건설㈜ 398,000

2013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울산광역시투자
지원단 8,573,000

2013 현대파워텍 기숙사 신축공사
중부대 토목공사 현대엠코㈜ 1,177,000

2014 현대광업㈜ 대원C&M공업 
용수관 매설굴착공사

현대광업㈜, 
대원C&M 152,000

2014 청량율리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공사 울산도시공사 9,534,000

2015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1단계) 55,317,000

2016 통영광도~고성죽계 국도건설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190,000

2016 구)KNOC 부지정지공사 에쓰-오일㈜ 47,850,000

2016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2단계) PFV 거제 빅아일랜드 31,652,000

2016 농소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울산맑은환경㈜ 7,885,000

2017 작천정 다목적 광장 및 
운동장 조성공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1,947,000

2017 고현항 방파물양장 축조공사 PFV 거제 빅아일랜드 2,117,000

2018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경기도 여주시 3,398,000

PFV 거제 빅아일랜드



주요 공사 실적 주요 공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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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공사명 발주자명 공사대금 비고

플랜트 (단위: 천원)

2011 스키다 정유공장 개선공사/토목공사 SONATRACH/
삼성엔지니어링㈜ 1,479,000 알제리

2012 스키다 정유공장 개선공사/
토목공사PACKAGE S26-1

SONATRACH/
삼성엔지니어링㈜ 33,030,000 알제리

2012 스키다 정유공장 개선공사/ 
토목공사위임직영공사

SONATRACH/
삼성엔지니어링㈜ 1,769,000 알제리

2012
스키다 정유공장 개선공사

/BUILDING WORK(PKG
S2&S6)

SONATRACH/
삼성엔지니어링㈜ 14,302,000 알제리

2014
스키다 정유공장 개선공사

/BUILDING WORK PACK-
AGE S32

SONATRACH/
삼성엔지니어링㈜ 3,089,000 알제리

2014 스키다 정유공장 개선공사/
토목공사PKG S20-3

SONATRACH/
삼성엔지니어링㈜ 1,150,000 알제리

2014 스키다 정유공장 개선공사/
토목공사Package S-21

SONATRACH/
삼성엔지니어링㈜ 11,194,000 알제리

2014
Shaybahincrease Gas Han-
dling Capacity / [Civil] Mis-

cellaneous Foundation

ADNOC/ 삼성엔
지니어링㈜ 4,468,000 사우디

2016 YPFBAmmonia & Urea Project YPFB/ 
삼성엔지니어링 330,000 볼리비아

2016 티미문개발 PJT / 
Offsite토건Fence

SONATRACH/
삼성엔지니어링 4,727,716 알제리

2018 티미문개발PJT / 
부지정지 및 토목직영

SONATRACH/
삼성엔지니어링 5,132,235 알제리

2018 후이갈파 하수처리사업 ENACAL 7,692,058 니카라과

년도 공사명 발주자명 공사대금 비고

플랜트(해외) (단위: 천원)

회사소개 회사 자격증명 공사 실적현황 공사 현장전경 회사소개 회사 자격증명 공사 실적현황 공사 현장전경

2010 전해#8계열 건물골조 토건공사 고려아연㈜ 4,125,000

2010 ㈜파캔오피씨 오창신공장 창고
동신축공사 중건축공사 ㈜파캔오피씨 1,361,000

2011 S-Oil OnsanRefinery 
Expansion Project 중S-10Civil 삼성엔지니어링㈜ 10,449,000

2012 통합폐수처리시설1단계건축공사
(통합관리동+16라인탈수가동) 삼성엔지니어링㈜ 4,741,000

2013 전자(수원)오폐수처리장지하화신
축공사/ 환경안전센타증축공사 삼성엔지니어링㈜ 2,006,000

2013 SMP W-1Project/[SC2428]PR-
Office Building Work-건축(S-15) 삼성엔지니어링㈜ 3,919,000

2013 울산 현대오일터미널 
상부저장시설 토목공사 현대오일터미널㈜ 5,300,000

2014 SMP W-1 Project / [SC2428]PR-Civil
Construction for Process Area(S-12) 삼성엔지니어링㈜ 11,825,000

2014 동설야적장 및 부대시설공사 엘에스니꼬동제련㈜ 4,785,000

2014 공무팀WORKSHOP외 3동
신축공사 LS-NIKKO 동제련㈜ 3,707,000

2014 S-OIL 저압스팀터빈 발전사업중
STG 토목/건축공사 제일모직㈜ 1,648,000

2014 S3-A 프로젝트중 건축공사 삼성엔지니어링㈜ 2,575,000

2015
2018

S-OIL RUC Project 
토목공사 & 건축공사 S-OIL 66,050,000

2018 해양 선각검사장 및 
선행쉘터하우스 신축공사 ㈜현대미포조선 7,144,000

2018 고성 그린파워 
PJT Genecon PKG#3 고성그린파워㈜ 6,984,000

2018 S-Project 토목공사 & 건축공사 SK ENERGY 22,205,000



토목공사(부지정지/도로) 토목공사(항만/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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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구 KNOC부지 정지 공사 | 발주처: S-OIL | 공사내용: 부지조성, 흙깍기, 흙쌓기, 암깍기

공사명: 옥동~ 농소1 도로개설공사 | 발주처: 울산광역시청 | 공사내용: 도로개설, 교량6개소, 터널1,455m, 지하차도, 입체교차로5개소

공사명: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 발주처: 거제빅아일랜드 | 공사내용: 부지조성(600,098m²), 매립(4,936,245m³)

공사명: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시범사업 | 발주처: 한국환경공단 | 공사내용: 하수관로정비L=6.97km, 빗물펌프장1개소(Q=1,200m³/min)

회사소개 회사 자격증명 공사 실적현황 공사 현장전경 회사소개 회사 자격증명 공사 실적현황 공사 현장전경



공사명: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 | 발주처: 경상북도 구미 시청 | 공사내용: 연면적10,320m²,지하1층지상3층구조물공사명: 울산 농소 하수처리 시설 | 발주처: 울산 맑은환경 | 공사내용: 하수처리시설및차집관료(100,000m³/day, 차집관로L = 10.07km)

공사명: 일산선 원흥역사 신축공사 | 발주처: 한국철도시설공사 | 공사내용: 지하 역사 신축 연면적: 12,489m² 공사명 : 도로공사 진안지사 신축공사 ㅣ 발주처 : 한국도로공사 ㅣ 공사내용 : 본관동 지하1층, 지상2층, 창고동, 부속동, 정비

토목공사(상하수도/건축) 건축

회사소개 회사 자격증명 공사 실적현황 공사 현장전경 회사소개 회사 자격증명 공사 실적현황 공사 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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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알제리 사하라사막 새우양식 연구센터 건립사업 | 발주처: KOICA(한국국제협력단) | 공사내용: 부지면적100,000m²,연면적: 1,746m³연구동, 중간육성동, 기계동3개건물

공사명: 스킥다 정유공장 개선공사 | 발주처: 삼성엔지니어링, SONATRACH | 공사내용: 토목구조물, 건물신축및개보수

공사명: 알제리 티미문 부지조성 및 토건공사 | 발주처: 삼성엔지니어링, SONATRACH | 공사내용: 부지면적300,000m²,부지조성및토건공사

공사명: 니카라구아 주이 갈파 폐수 처리 프로젝트 | 발주처: ENACAL | 공사내용: 하수도113km, 주택연결 9,457EA 펌프장 용량11,000m³

해외현장 해외현장

회사소개 회사 자격증명 공사 실적현황 공사 현장전경 회사소개 회사 자격증명 공사 실적현황 공사 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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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ANG CONSTRUCTION03 BOOKANG CONSTRUCTION 04

도전과 혁신의 부강종합건설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겠습니다.

2001년 창립 이래, 축적된 기술력과 글로벌 경영체제로
국내외 토지개발, 환경 및 산업플렌트, 토목, 건축분야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부강종합건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토목건축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