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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Creative Superiority
We Build Future

새 로 운  미 래 를  건 설 하 는  기 업 ! 
신 화 건 설 이  함 께  하 겠 습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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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메세지  CEO message

반갑습니다. 

저희 신화건설(주)은 1994년 기술경영, 미래경영, 인간경영의 창립 이념으로 

고객과 함께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 온 회사 입니다.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첨단기술과 신지식, 기획, 실행역량으로 정성시공을 이루어 왔으며,

날카로운 경쟁력과 멈추지 않는 잔잔한 성공의 울림이 있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는 노력보다는 준비된 겸손함으로 

고객 여러분께 SOLUTION을 드리는 PARTNER가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윤 수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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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념 Management Philosophy

오늘을 앞장서고 내일을 선도하는 기업

Central future  미래중심Central future  미래중심 Future management

Central customer 고객중심 Human management

Central technology  기술중심 Management of technology

신화건설(주)는 오늘을 앞장서고 내일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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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Organization

보유면허 및 사업분야 Licenses and Business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부사장

R&D 사업본부

환경·신재생

해양사업

기술연구소

건축본부

건축팀

건축견적팀

토목본부

토목·조경팀

토목견적팀

채널지원본부

업무팀

경리회계팀

인사안전관리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

그린리모델링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해양사업

환경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해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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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

그린리모델링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해양사업

환경사업

특허실적 Patent

수상실적 Award

자연형 여울-소 조성을 위한 다공질 수제구조물 및 이를 이용한 여울-소 조정방법

해안 침식방지용 잠제블럭 및 이를 이용한 시공방법

생태유지 기능을 구비하는 래버랜스 보

인공어초 겸용 해안 침식방지용 잠제블럭 및 이를 이용한 시공방법

제 10-1352835호

제 10-1225555호

제 10-1187094호

제 10-1156791호

2016.04.04. 

2015.12.28. 

2015.12.28. 

2013.08.21. 

2013.04.24.

2011.03.16. 

2010.03.03. 

2009.04.09. 

2007.03.21. 

2005.03.03. 

2005.01.27. 

2002.12.31.  

국방부 시공능력평가 우수업체 선정

국토교통업무발전 표창 

건설업 윤리경영 표창

“낙동강살리기 사업 43공구” 표창

“안양관양 아파트 조경공사 2공구” 감사패

제38회 상공의 날 표창 

모범성실납세 표창

“북쌍~신천간 확포장공사” 상생협력 표창

제34회 상공의 날 표창

모범성실납세 산업포장

모범성실납세자 표창

재해대책 추진 표창 

국방부 시설본부

국토교통부 장관

대한건설협회총연합회 회장

부산광역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중부지방국세청장

강원도지사

강원도지사

대통령

국세청장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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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Field of Business

Civil & 
Landscaping
Works

토목조경분야

Building
Works

건축분야

Environment
Works

환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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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Works

환경분야

Renewable Energy
Works

신·재생에너지 분야

Ocean Industry
Works

해양분야



12 SHINHWA CONSTRUCTION CO.,LTD.

토목(조경)분야 Civil & Landscaping works

여주-양평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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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하수도.환경시설.전기

삼척-근덕간

고단-대기간

유산-내곡간

애산-덕우간

사북-옹구

화천산업도로

구성포-두촌간

원주기업도시

여주-양평간 등

성남시하수관거정비

서화상수도시설

춘천시하수관거정비(BTL)

동송배수지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강릉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일산지역 전력구

전북혁신도시 전력구

서원주-둔내간 전차선로 등 

교량.터널.철도.지하철

산업단지

용인-흥덕 연결교

행신교

송림교

금산교

레고랜드진입교량

경춘선 제7공구, 제8공구

원주-제천 제2공구

원주-강릉 제3-2공구

방재산업 연구단지

상주시 한방산업단지

오창제2산업단지

양산유산일반산업단지 등 

하천.항만.댐

공원.단지

낙동강살리기 43공구

용수천 정비

원주천 생태하천

임원항

봉포지구

삼교지구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등

원주국민체육센터

동해생활체육공원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조성

양양종합운동장

동홍천-인제간 조경

배곧신도시 등

택지개발

생태(습지)복원

교동2지구

송도국제도시 1공구 

진주평거택지개발

송도기반시설 등 

서울숲조성

정선생태학습장

생태하천(위촌저류지)

영랑호습지복원사업

영월군능동천생태하천복원사업 등

경춘선 삼척레일바이크 송도국제도시 원주-제천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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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Building works

올림픽아트센터



15신화건설. 오늘을 앞장서고 내일을 선도하는 기업

공공청사.업무시설

광해관리공단 원주이전사옥

강원도첨단농업기술 경영지원센터

평창소방서

경의선 복선전철 행신역사

강릉 문화원

교동 사무소

농특산물 유통센터

엘리트프라자 등

기타시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시설개선 

부사관학교 생활관 및 취사식당 

국방부 전력보강사업 등

교육.연구.복지시설

강릉원주대학교 외2교 생활관

송천고등학교

강릉대 창업보육센터

농식품 연구시설

인제 산촌민속박물관

원주 복지원 이전

정선 종합사회 복지관

한울중학교

한빛마을 실버 노인전문요양원 등

의료.체육.문화시설

속초의료원 급성기 입원병원 증축

지산빌딩

대관령 전지훈련장 트레이닝센터

태백 국민체육센터

용평 국제대회시설

강릉 실내빙상경기장

올림픽아트센터 등

광해관리공단 원주이전사옥 강릉원주대 외 2교 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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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폐기물 처리기술 Environment works

YM초고온 호기성 발효 시스템

YM공법

생산자 유기성 폐기물 YM공법 자연

친환경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됨(2016.01)에 따라 육상처리가 

어려워진 유기성 폐기물을 호기성 초고온발효균(YM균 90~100℃)을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을 발효하여(유기물제거 85%이상) 유기성폐기물을 소멸화 및 퇴비화(부산물비

료)하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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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공법 장점

95℃이상의 초고온 호기성 조건하에서 활발한 분해활동으로 유

기물 분해속도가 40~45일로 빠르며, 85%이상의 폐기물 감량효

과와 초고온발효로 잡균종자·대장균등이 사멸, 별도의 소독시설

이 필요하지 않음. 또한 별도의 수분조절제가 필요하지 않아 운영

이 단순·안정적이고 악취저감효과가 탁월하여, 음폐수가 발생하

지 않으므로 양질의 비료생산이 가능.

YM공법 국내 현황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울릉군 전 지역에서 수거되는 음식물 처리시설로 자원화공정(퇴비

화)을 통해 재활용되고 2차 오염물질 배출없이 친환경적으로 처리

되는 1일 처리양 6톤 규모로 2017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works

태양광
강릉원주대외2교 생활관 신축공사 태양광

주문진읍사무소 생활관 신축공사 태양광

속초해양경찰서 청초파출소 태양광

태백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태양광

2008~현재 한국에너지공단 주택보급사업(태양광) 600여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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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Ocean Industry works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신화의 해안침식방지 기술로 앞서갑니다.

도넛잠제

잠제 천단에 요철부 및 공극부가 연속으로 존재하여 파랑에너지 저감효과가 큼

블럭내  공극부가 존재하여 난류 및 와류에 의한 파랑 에너지 감소효과 발생

블럭내 공극부가 위치하여 수중생물의 은신처 및 어패류의 서식공간 제공

요철부 및 공극부로 인한 파랑에너지 감소
(해안으로의 파에너지 저감) 

파랑에너지 공극으로 분산 및 흡수
(안정성 향상)

공극부 : 수중생물 은신처 및 어패류 서식공간

파랑에너지의 저감으로 인한 해안침식 방지

잠제의 기능 및 인공어초의 기능을 겸비한 다기능 잠제

도넛잠제 형상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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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철부 및 공극부로 인한 파랑에너지 감소
(해안으로의 파에너지 저감) 

파랑에너지 공극으로 분산 및 흡수
(안정성 향상)

공극부 : 수중생물 은신처 및 어패류 서식공간

파랑에너지의 저감으로 인한 해안침식 방지

원형의 형상으로 파의 방향성에 영향을 받지 않음
Vortex 효과 인한 파의 전달율 감소

기존 TTP잠제에 비해 시공비 절감(수심4.0m 설치시 TTP대비 80.0%)
심도에 대한 적용성이 탁월하여 깊을수록 경제성 우수

공극부의 어류위집기능이 탁월
내부 연직벽체에 해조류 이식공간이 많음 

수리모형실험 결과 TTP 및 다양한 형태의 블록과 실험결과를 비교할때 파의 전달율이 낮게 나타남.

도넛잠제 기능

안전성

경제성

친환경성

수리모형 시험을 통한 도넛잠제 특징

1.5 T.T.P

블록1

블록2

도넛블록
1.0

0.5 1.5 1.5 2.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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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사람으로 하여금 마무리 됩니다.

신화건설주식회사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신화건설이 존재한다는 그 믿음!

안전하고 깨끗한 최고의 근로환경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안전은 우리 신화건설주식회사의 최고 경영가치입니다. 



21신화건설. 오늘을 앞장서고 내일을 선도하는 기업

Safety Management Cycle
- Principle 원칙준수

- Check 안전점검 

- Action 문화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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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신화건설㈜ 임직원은 

한마음 한 뜻으로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단위의 봉사활동을 기획, 진행하고 있으며,

행복지수 가득한 생활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