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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념 및 비전

앞선 열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행복한 삶의

공간을 창조하여 신뢰를 높이는 전문기업으로 성장
경 영 이 념

사 업 비 전

실 천 사 항

• 더 좋은 삶과 행복을 열어주는 전문기업

(오피스텔, 상업빌딩 등의 가치를 높임)

• 수요자 중심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전문기업

•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미래를 약속하는 전문기업

• 안전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준수

•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전문기업 실현



회사개요

• 그 룹 명 :  우신그룹

• 상 호 :  주식회사 우신토건중기

주식회사 우신토건

주식회사 우신개발이엔지

주식회사 우신종합건설

• 그 룹 회 장 : 김 대 윤

• 대 표 이 사 : 이 은 경, 정 길 량

• 전 화 : 1600-8043

• F A X : 031-212-2994

• E-mail : kdy0844@naver.com

• 본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길52 (역삼동), 우리엘B/D 7층

• 수원/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00 (호매실동), 권선행정타운 줌시티 2층

• 수원/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8번길 4 (인계동), 인선B/D 3층

• 화성/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1-10, 7층 (상도프라자)

• 충남/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서로 2423

• 최초설립일 : 2002. 02. 05

mailto:kdy0844@naver.com


2010 2016 2017

㈜우신토건중기 설립

㈜우신토건 설립

㈜우신개발이엔지 설립

2022

우신그룹 발족

저희 우신그룹은 2002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4년 ㈜ 우신토건중기 창립 후 “ 믿음, 신뢰,

고객만족 ” 이라는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양한 건설 전문장비 등을 보유하여 어떠한 장비 회사보다도 고객님의 Needs에 맞는 건설

장비를 적기 제공하고 안전사고 없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다각화를 이루었습니다.

전문기업으로써 건설장비임대, 토사운반업, 주택사업, 부동산개발업 그리고 지반조성포장공

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은 물론 사업영역을 확대한 종합건설회사로써 전

문화와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신토건중기를 포함한 우신그룹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튼튼하고 제대로 된 전문 종합회사 ㈜우신그룹을 기억해주시고 이용해주십시오.

고객 여러분과 함께 신뢰받으며 성장하는 전문기업, 믿음 가는 회사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연혁

㈜능산종합건설 설립

2002

㈜우신종합건설 개칭



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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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현황



사업자등록현황



연도별 매출액 현황 – 사업별 매출액 규모

(주) 우신토건중기 (주) 우신토건 (주) 우신개발이엔지 ㈜우신종합건설 합 계

2019년도 3,604,934 2,802,490 1,624,530 7,689,000 15,720,954

2020년도 4,260,985 1,807,362 1,410,626 11,269,000 18,747,973

2021년도 2,662,255 765,342 956,113 10,784,000 15,16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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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손익계산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관리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9년 18,862,281 17,555,599 1,306,680 575,565 721,370 269,489

2020년 13,015,774 10,820,819 2,194,953 1,463,048 1,833,771 1,113,296

2021년 12,174,329 10,448,231 1,726,097 415,784 1,400,818 75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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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무상태표

2019년 2020년 2021년

총자산 7,160,680 9,257,806 16,073,585

부채 5,654,189 6,251,875 12,373,852

자본 1,506,491 3,005,931 3,699,733

부채,자본계 7,160,680 9,257,806 16,07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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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원천리천하찬환경조성공사

17. 경부고속도로직선화사업 (3공구)

18. 기흥푸르지오포레피스신축공사

19. 수원영흥공원조성공사

20. 안성하이랜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21.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아파트신축공사

22. 수원망포6지구공동주택건설공사

23. 용인성북동471-1 공동주택등 신축공사

24. 화성봉담2 A-2BL아파트건설공사 (5공구)

25. 오산서1지구공동주택부지조성공사

26. 오산세교2지구 A-6BL 공동주택건설공사

27. 오산고현라온프라이빗공동주택신축공사

28. 수원원천동지식산업센터신축공사

29.용인신봉동주사옥합신축공사

30.수원힐스테이트푸르지오신축공사

주요 사업추진현황

1. 화성 태안3지구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 평택 지제1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3. 동탄2신도시 A63BL 아파트건설공사(15공구)

4. 경기도신청사건립공사 중 토공사

5. 동탄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6. 수지 파크 푸르지오 신축 토공사

7. 용인 역삼지역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공사

8. 경부고속도로 직선호사업(통합JCT~기흥JCT) 1공구

9. 경부고속도로 직선호사업(통합JCT~기흥JCT) 3공구

10.대로 3-12호선 도로개설공사

11.오산대역 더샾센트럴시티 신축공사

12.용인 수지 대우아파트 신축공사

13.성남 판교대장지구 A12BL 퍼스트힐푸르지오 신축공사

14.성남 판교대장지구 A12BL 공동주택신축공사

15.평택 지제 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

공사참여 사업실적(1)



16. 이천공설운동장주차전용건축물조성사업(건축)

17. 사강리근린생활시설대수선,증축공사

18. ㈜덕영라이트신축공사

19. ㈜포우천개발용인공장신축공사

20.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신축공사

21. 위험물저장소(H동) 건축공사

22. 화성시신남리(61외4필지)근생,주택신축공사

23. 화성시안녕동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24. 화성시양감면신왕리 1000-42 공장신축공사

25. 불교문화재단연구시설건립(건축)-공동

26. 군산항 7부두임항창고신축공사(건축)-공동

27. 근린생활시설(소매점)신축공사

28.역삼동오피스텔신축공사시행

29.신림동오피스텔신축공사시행

30.호매실동주거및 상가신축공사추진

주요 사업추진현황

공사참여 사업실적(2)

1. ㈜수암당진공장 C동신축공사

2. 재영엔지니어링공장신축공사

3. 육일리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4. ㈜대웅석재광양공장신축공사

5. 인후동 803-1번지근생시설신축공사

6. 인후동 805-1번지근생시설신축공사

7. 뉴월드마트신축공사

8. 양주시덕정동 L하스빌신축공사

9. 삼숭동 555-1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외

10. ㈜티엠씨평택공장신축공사

11.양평수곡리웰팜넷㈜공장신축공사

12.(가칭)고촌고등학교신축공사

13.광주쌍령동 267,268 다세대신축공사

14.㈜점프테크노피아공장신축공사

15.가학동 552-2외1필지근린및 단독주택



토목사업 현장사진



건축사업 현장조감도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장 및 건축물조성사업

교촌고등학교 신축공사

김포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OOO안보전시관시설공사



주택건설사업 현장조감도

신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역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호매실 우리엘 오피스텔 신축공사



THANK YOU FOR WATCHING
I f you have any quest ions , p lease fee l f ree to 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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