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이크로파일전문 벤처기업,

㈜현진기초개발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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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일반현황

저희 주식회사 현진기초개발은 여수 대산 울산 화학 플랜트현장에서의 많은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내 건설산업발

전에 큰 이바지를 하고자 하며,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터운 신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를 책임을 다하여 제공을

해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대표이사 정상석

PAGE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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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정 상 석 010-9613-369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17

(다산동 안강E타워) 1008호

기 간 학교명 전공분야

~2005.08 경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지질학과)

수학상태

졸업

기 간 기업체명 업종/분야

2005.04~2016.10 홍지기술산업 건설/토목

특기사항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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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사업명 발주자 직책

2005.05~2005.07 영흥화력 3,4호기 건설공사 터빈발전기 기초공사 중 지반보강공사 현대건설㈜ 현장소장

2005.07~2005.08 달천 I’PARK 1차 공사 중 차단벽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2005.08~2006.01 LGPC M2 Project 건설공사 중 지질조사/보링 지에스건설㈜ 현장소장

2006.02~2006.02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사업3공구 토목고사 중 차수공사 일성건설㈜ 현장소장

2006.03~2006.04 인천도시철도 송도 4공구 M.S.G 지반 보강공사 ㈜한진중공업 현장소장

2006.05~2006.06 웅진리 지내 국토개량공사 중 웅진 3터널 보강공사 SK건설㈜ 현장소장

2006.10~2006.11 국도 25호선 대체우회도로 중 M.S.G 동흥개발㈜ 현장소장

2007.02~2007.08 경부고속철도 14-3공구 노반시설기타공사 중 마이크로파일공사 SK건설㈜ 현장소장

2007.09~2008.01 안동댐 비상 여수로 건설공사 지반조사 중 그라우팅시험 시공영역 ㈜휴먼앤어스 현장소장

2008.02~2008.03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중 단층보강공사 SK건설㈜ 현장소장

2008.07~2008.12 GS칼텍스 공장내 정유부문 Revamping 공사중 Micro Pile 항타 지에스건설㈜ 현장소장

2009.05~2009.12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연장 706공구 건설공사 중 차수공사 SK건설㈜ 현장소장

2009.12~2010.02 안동댐 비상 여수로 상류 가물막이 설치공사(N.C.S.P) 대림산업㈜ 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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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사업명 발주자 직책

2010.04~2010.06 예천양수 발전소 1,2호기 토건공사 중 CC-14하부댐 우안부 차수공사 대림산업㈜ 현장소장

2010.11~2011.02 인천 도시철도 2호선 209공구 건설공사(T/K) 터널지반보강공사 SK건설㈜ 현장소장

2011.02~2011.05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연속 CIP공사 삼성물산㈜ 현장소장

2011.06~2011.10 잠실 제2롯데월드 중 차수벽공사(MSG) 롯데건설㈜ 현장소장

2011.12~2012.04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연속 CIP공사 삼성물산㈜ 현장소장

2012.10~2013.01 석동-소사간 도로개설공사(T/K)중 지상보강 그라우팅(TAM) SK건설㈜ 현장소장

2013.08~2013.11 잠실 제2롯데월드 중 (월드몰) 송파구청, KT지반보강공사(MSG) 롯데건설㈜ 현장소장

2014.05~2014.07 2014 NCC Expasion Project 중 Micro Pile공사 지에스건설㈜ 현장소장

2014.10~2014.11 2014 NCC Expasion Project 중 Micro Pile공사 지에스건설㈜ 현장소장

2014.12~2015.04 인천국제공항 제2연결철도 T/K건설공사 중 차수그라우팅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2015.08~2015.12 2연주 슬라브 보온탱크설치 토건공사 중 보링 그라우팅 공사
㈜현대종합설계건축사

사무소
현장소장

2016.02~2016.05 인천국제공항 제2연결철도 T/K건설공사 중 차수그라우팅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2016.05~2016.10 대한유화 ONE Project중 파일공사 지에스건설㈜ 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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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현진기초개발 사업자등록번호 796-88-00661

업 종 건설 / 건축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법인등록번호 284111-0169271

대표이사 정 상 석 설립일자 2017년 02월 07일

자본금 200,000,000원 매출실적(2020년) 6,633,099,918원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17 ( 다산동, 안강E 타워) 1008호

종업원수 기 타

고객의 시대적 요구 반영

지속적 품질 향상 도모함

무한 경쟁 속 기업구조 정비

내실 경영통한 경쟁력 향상

글로벌 시대의 기술개발

건설업 인프라 구축 및 개발

건설단계의 환경친화 공법

도입 및 환경보전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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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현진기초개발설립
(법인사업자)

자본금 2억 증자

건설업등록증취득
(보링, 그라우팅공사업)

본사이전
(다산동, 안강E타워)

연구개발전담부서승인

여수 지사 설립

ISO 9001,14001 인증

특허증 제10-2146222호 외 1건 출원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인증

벤처기업확인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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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 팀

관 리 팀

연 구 개 발 팀마이크로파일팀

지반조사팀

지반 보강 / 차수 그라우팅팀

어스앵커 / 쏘일네일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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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도전합니다.

상호 존중, 상생성장을 위해

기본과 원칙, 소통을

중시합니다.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위해

최선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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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단위 : 원)

과목 금액

자
산

유동자산 359,180.672 

투자와기타자산 3,000,000 

고정자산 57,987,373 

무형자산 -

기타 -

자산총계 420,168,045

부
채

유동부채 270,061,932

고정부채 9,739,517 

기타 -

자
본

자본금 10,000,000 

이익잉여금 130,366,596 

기타 -

부채.자본총계 420,168,045

과목 금액

매출액 1,757,613,964

매출원가 1,454,554,747

매출총이익 303,059,217

판매비와일반관리비 159,006,743

영업이익 144,052,474

영업외수익 587,246

영업외비용 825,094

경상이익 -

특별이익 -

특별손실 -

세전이익 143,814,626

법인(소득)세 등 13,448,030

당기순이익 130,366,596



01 회사일반현황

PAGE 13

(단위 : 원)(단위 : 원)

과목 금액

자
산

유동자산 1,015,499,554 

투자와기타자산 3,000,000 

고정자산 35,080,524 

무형자산 -

기타 -

자산총계 1,053,580,078

부
채

유동부채 668,224,683

고정부채 6,542,668 

기타 -

자
본

자본금 10,000,000 

이익잉여금 368,812,727 

기타 -

부채.자본총계 1,053,580,078

과목 금액

매출액 4,380,713,091

매출원가 3,788,413,253

매출총이익 592,299,838

판매비와일반관리비 310,934,215

영업이익 281,365,623

영업외수익 2,591,962

영업외비용 2,107,563

경상이익 -

특별이익 -

특별손실 -

세전이익 281,850,022

법인(소득)세 등 28,403,891

당기순이익 253,44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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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단위 : 원)

과목 금액

자
산

유동자산 2,552,473,901

투자와기타자산 50,087,430

고정자산 477,238,791

무형자산 -

기타 7,000,000

자산총계 3,086,800,122

부
채

유동부채 1,906,375,773

고정부채 243,198,958

기타 -

자
본

자본금 200,000,000

이익잉여금 739,973,391

기타 -

부채.자본총계 3,086,800,122

과목 금액

매출액 7,441,836,631

매출원가 6,305,581,589

매출총이익 1,136,255,042

판매비와일반관리비 564,921,207

영업이익 571,333,835

영업외수익 19,805,284

영업외비용 32,175,545

경상이익 -

특별이익 -

특별손실 -

세전이익 558,963,574

법인(소득)세 등 89,802,910

당기순이익 469,160,664



• 장비보유현황

• 장비 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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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200(천공기) 마이크로파일 공사용 4 INGERSOLL-RAND 2016~2020 

COMPRESSOR 마이크로파일 공사용 4 ATRLAS 2012

유압시추기 지질조사 및 Grouting용 1 TONE BORING 2016 

그라우팅 PLANT Grouting용 4 

인장 UNIT Grouting용 4

믹서기 마이크로파일 공사용 4

펌프 마이크로파일 공사용 4

측량기 SET 평판 및 표고측량 1

발전기 25kV, 45kV, 75kV 4

포크레인 030W 1

장비명 용도 및규격 수 량 제작사 제작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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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속도

• 주행모터 출력

• 동판능력

• 트랙 슈 폭

• 최대 진동각도

:   최대 3.2㎞/h

:   12 ps (6kg/㎠) × 2대

:   22°

:   300㎜

:   ±15 °

• 전 장

• 휘드길이

• 룻드 체인지

• 가이드 슬라이드 길이

• 휘드모터 출력

:   5,400 ㎜

:   3,710 ㎜

:   3,050 ㎜

:   1,200㎜

:   5.0㎰ (6kg/㎠)

• 붐 길이

• 파워펌프 출력

• 파워펌프 압력

:   2,000㎜

:   5.0㎰ (6kg/㎠)

:   17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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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분야

•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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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업분야 및 실적 2017년도공사실적

공사명 공종 발주처 시공사 공사기간

한화에너지 군산공장기계설비증축공사 마이크로파일 한화에너지 우주종합건설 2017.03

힐스테이트 중앙신축공사 마이크로파일 현대건설 조광피앤디 2017.03

평택재원산업 신축공사 마이크로파일 재원산업 재원산업 2017.03

천서당지구폐수처리장 신축공사 마이크로파일 농어촌 공사 청담건설 2017.03

345kv 신용인-동서울 TL 지중화관련송전선로 정비공사 PHC 한국전력 (주)보광전설 2017.04

현대오일뱅크 HDO REVAMPING REVAMPING 공사 지반조사 현대오일뱅크 진응종합건설 2017.05

현대오일뱅크 HDO REVAMPING REVAMPING 공사 마이크로파일 현대오일뱅크 진응종합건설 2017.06

포항 GS자이 신축공사 마이크로파일 GS건설 홍지기술산업㈜ 2017.05

GS칼텍스 공장내정유부문 Revamping Project 마이크로파일 GS건설 나라기초 2017.06

보성남양급경사지정비사업 락볼트 한국농어촌공사 청담건설 2017.06

안산청소년수련장 신축공사 마이크로파일 오르난종합건설 거산산업 2017.09

롯데 HNC-3 PROJECT 마이크로파일 대림산업 홍지기술산업 2017.08

POLISHED WATER TANK 증설 마이크로파일 대한유화 한유건설 2017.07

인천당하동 신축빌라공사 마이크로파일 개인 아라스틸산업 2017.07

한화토탈 DE ARO PJT 마이크로파일 한화토탈 우주종합건설 2017.08

LG화학 SAP YS4 함수율증대 투자배관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티지종합건설 2017.09

율촌산간현대스틸산업 구내식당 증축공사 마이크로파일 현대스틸산업 흥진건설 2017.11

LG화학 Vertical Pump 증축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티지종합건설 2017.11

평택생산기지 프리쿨러신축공사 마이크로파일 한라산업개발 나라기초 2017.12

총현장수 21건

총공사금액 1,757,613(천원)_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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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업분야 및 실적 2018년도공사실적

공사명 공종 발주처 시공사 공사기간

2018 HDO REVAMPING CDU PROJECT 마이크로파일 현대오일뱅크 진응종합건설 2018.01

LG화학 MMA M3 REVAMPING 마이크로파일 LG화학 티지종합건설 2018.01

경주디자인고등학교 보강공사 마이크로파일 경주교육청 신아개발 2018.01

힐스테이트 송도 2차신축공사 마이크로파일 현대건설 광명건설 2018.02

De-Aromazitation Solvent Project 마이크로파일 한화토탈 우주종합건설 2018.02

천북초등학교 보강공사 마이크로파일 경주교육청 태원건설 2018.02

평택화물기지터미널공정최적화공사 마이크로파일 대우건설 금호지질 2018.03

서산오토밸리 폐기물처리시설신축공사 마이크로파일 TSK워터 타이가 2018.03

TL(Truck Loading) 계근대 이설공사 마이크로파일 한화토탈 우주종합건설 2018.03

2018 HDO REVAMPING SRU HCR PROJECT 마이크로파일 현대오일뱅크 흥진건설 2018.04

LG화학 5AA CA2공장 설비증설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대명종합건설 2018.03

2018 HDO REVAMPNG DCU PROJECT 마이크로파일 현대오일뱅크 진응종합건설 2018.05

LG화학 PHE CRACKING 토목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티지종합건설 2018.07

ORP 설치로 CLAY 교체주기 연장공사 마이크로파일 한화토탈 우주종합건설 2018.07

총현장수 28건

총공사금액 4,380,713 (천원)_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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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업분야 및 실적 2018년도공사실적

공사명 공종 발주처 시공사 공사기간

YNCC 3공장 T.A 투자사업 마이크로파일 여천 NCC 대명종합건설 2018.08

KPIC 온산공장폐수처리장 축열식소각로(RTO)설치 기초공사 마이크로파일 대한유화 세영종합건설 2018.08

서동탄역더샵 파크시티신축공사 마이크로파일 포스코건설 광명건설산업 2018.09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본관승강기증축공사 마이크로파일 강남성심병원 유림아이앤씨 2018.09

B-1 PJT 10-3구간 FDN 보강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티지종합건설 2018.09

[대한유화] U-FA502B(고압 IA RESERVOIR)신설기초공사 마이크로파일 대한유화 한유건설 2018.10

SK에너지 울산공장 S-PROJECT 마이크로파일 SK에너지 한유건설 2018.10

송도M1블록 신축공사 마이크로파일 포스코건설 광명건설 2018.10

여수 LG화학 4AA 황산 Vessel 설치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티지종합건설 2018.10

대한유화온산공장 SSB PROJECT 마이크로파일 대한유화 한유건설 2018.10

한화토탈 ADL PROJECT 중토목공사(PKG4 마이크로파일 한화토탈 우주종합건설 2018.11

여수LG화학 CA2 조정동 증축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진원종합건설 2018.11

HOC U3 Project 중 CIVIL & ARCHITECTURE WORK 마이크로파일 현대 OCI 새론건설 2018.12

G-2 냉각탑등설비보완공사 마이크로파일 한화케미컬 우주종합건설 2018.12

총현장수 28건

총공사금액 4,380,713 (천원)_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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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업분야 및 실적 2019년도공사실적

공사명 공종 발주처 시공사 공사기간

신고리원자력 5,6호기 154kV SWYD기초보강공사 마이크로파일 두산중공업 한유건설 2019.02 

LG화학 SAP SEA BULK 증축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티지종합건설 2019.01 

SK에너지 울산공장 S-PROJECT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마이크로파일 SK에너지 한유건설 2019.01

SK에너지 울산공장 S-PROJECT 중 PUMP FOUNDATION 마이크로파일 SK에너지 부강종합건설 2019.01

LG화학 SAP 사무동 증축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티지종합건설 2019.01

안양호원초교 주변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마이크로파일 포스코건설 광명건설산업 2019.01

SK에너지 울산공장 S-PROJECT 마이크로파일 SK에너지 백연건설 2019.02

HCC K-10 PROJECT(여수 한화케미컬) 마이크로파일 한화케미컬 홍지기술산업㈜ 2019.01

LG 화학 SAP #3 DBN 관련증축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티지종합건설 2019.02

LG화학 MMA3공장 QBR-2 증설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티지종합건설 2019.03

NO.2 COMPLEX PROJECT 마이크로파일 LG화학 홍지기술산업㈜ 2019.03 

경주선덕여자고등학교 내진보강공사 마이크로파일 경주교육청 삼성건설주식회사 2019.03

대산기온리근생 다가구신축공사 마이크로파일 우주종합건설 우주종합건설 2019.04

고성하이화력 석탄취급설비 PJT 마이크로파일 SK건설 한라종합건설 2019.08

총현장수 31건

총공사금액 7,441,836 (천원)_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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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공종 발주처 시공사 공사기간

서울종로세운상가 데크보수공사 마이크로파일 도시기반공사 S-TECH 2019. 04

DAESAN BIOMASS POWER PLANT 마이크로파일 현대건설 우주종합건설 2019. 05

울산 SK에너지 S-PROJECT 중 Substation No.1 신설공사 마이크로파일 SK에너지 부강종합건설 2019. 04

NPG 40kt PJT 중 Pile 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티지종합건설 2019. 05

현대 OCI 공장 마이크로파일 현대 OCI 새론건설 2019. 08

LG화학 NPG TFT 마이크로파일 LG화학 티지종합건설 2019. 07

보일러 NOX 저감관련 기초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성민기업 2019. 08

LG화학 SAP5 자동창고동간반송통로 신축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티지종합건설 2019. 08

2020 HDO REVAMPING PROJECT 1공구 마이크로파일 현대오일뱅크 흥진건설 2019. 09

2020 HDO REVAMPING PROJECT 2공구 마이크로파일 현대오일뱅크 진응종합건설 2019. 09

기온리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마이크로파일 우주종합건설 우주종합건설 2019. 10

GS칼텍스_154kV 토목공사 마이크로파일 GS칼텍스 대명종합건설 2019. 10

LG화학 IPA~OXO 자전거전용 다리설치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티지종합건설 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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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공종 발주처 시공사 공사기간

GSC MFC Project 마이크로파일 GS칼텍스 우주종합건설
2019.12~
2020. 04

MFC Area4(2공구) 토목공사 마이크로파일 GS칼텍스 진남토건
2020.01~
2020. 05

M16 Ph1 GAS PLANT 마이크로파일 이천하이닉스 동인종합건설 2020. 01

여수 GSC 2공장내 SRU UNIT 관련토목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대명종합건설 2020. 04

독곶리제조업소 및단독주택신축공사 마이크로파일 SCS 주식회사 우주종합건설 2020. 02

HDO 울산터미널 탱크유종변경공사 마이크로파일 현대오일터미널 경신플랜트 2020. 03

CM OVR투자 관련 토목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진원 2020. 02

힐스테이트 레이크송도15BL 부지조성공사 마이크로파일 현대건설 기성건설㈜ 2020. 03

한남빗물펌프장 다리개설공사 마이크로파일 서울시 용산구 보훈종합건설㈜ 2020. 03

화성병점역세권 공동주택개발사업 신축현장 마이크로파일 롯데건설 기성건설㈜ 2020. 03

LG화학 BPA RTO 신설관련 토목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티지종합건설 2020. 03

[HNCC] 해상출하사무실증축 공사 마이크로파일 현대오일뱅크 부강종합건설 2020. 11

안양동안구비산동 577-1 한양재건축공사 마이크로파일 한양건설 ㈜넥서스이앤씨 202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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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공종 발주처 시공사 공사기간

New Pilot CCR 신축공사 마이크로파일 한화토탈 우주종합건설 2020. 09

CJ제일제당 식품생산기지 진천공장 마이크로파일 CJ건설 천지건설 2020. 05

2020 HDO REVAMPING PROJECT 1공구_그라우팅공사 지반보강 현대오일뱅크 흥진건설 2020. 05

4AA GB-712 FDN 설치토목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티지종합건설 2020. 05

여수 LG화학 CA2 공장 마이크로파일 LG화학 미래종합건설 2020. 06

여수 LG화학 SM공장 Boiler SCR 구축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티지종합건설 2020. 05

울산 S-OIL #2 ARO H2 Rich Gas Compressor Installation 마이크로파일 S-OIL 백연건설 2020. 06

대산 HPC PROJECT 마이크로파일 현대오일뱅크 흥진건설
2020. 06

~

LG전선 동해공장 마이크로파일 LS전선 동해기초건설 2020. 08

M16 Ph1 Gas Plant 방음벽 설치공사 마이크로파일 하이닉스 ㈜넥서스피앤씨 2020. 06

광양푸르지오 더퍼스트신축공사 마이크로파일 대우건설 나라기초 2020. 07

LG화학 사포 2 부두사외배관 PROJECT 마이크로파일 LG화학 미래종합건설 2020. 08

거제경찰서 장평지구대증축공사 마이크로파일 거재경찰서 금명종합건설 202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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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공종 발주처 시공사 공사기간

M16 Ph1 Gas Plant 마이크로파일 하이닉스 동인종합건설 2020. 07

PMMA2공장 저농도침전조 PIT 신설설계 마이크로파일 LG화학 티지종합건설 2020. 08

PB2 RA4-1 볼소제거 Treater 설치관련 FD 설치공사 지반보강 대림산업 티지종합건설 2020. 09

방배그랑자이 신축공사 마이크로파일 GS건설 나라기초 2020. 08

원익머트리얼즈 오창증축공사 마이크로파일 원익 더블유건설 2020. 07

HD_PP Bag Filter 설치토목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진남토건 2020. 09

LD_LLDPE-Bag Filter 신설투자 마이크로파일 LG화학 진남토건 2020. 09

LG화학 OXO SRU NH3 Scrubber 토목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티지종합건설 2020. 10

대원S&P 대수선공사 마이크로파일 대원S&P 부강종합건설 2020.11

나주 LG화학 QUENCH DRUM 기초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성민기업 2020.11

홈씨씨울산점 증축공사 마이크로파일 홈씨씨 세영산업 2020.11

BPA 폐놀공장 폐수배수조 TANK 설치관련기초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티지종합건설 2020.12

LG화학 SM공장 NAOCL Tank 이설관련기초공사 마이크로파일 LG화학 티지종합건설 2020.12



• 건설업등록증

• 건설업등록수첩

• 벤처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ISO 9001

• ISO 14001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시공능력순위확인서

• 특허증 및 인증서

• 시공사례

• 본사위치

• 여수 지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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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D200, ø65

공사기간 2018.01 ~ 2018.06

발주처 현대오일뱅크

시공사 진응종합건설

규격 D200, ø65

공사기간 2018.04 ~ 2018.08

발주처 현대오일뱅크

시공사 홍진종합건설

0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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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참고자료

규격 D150, ø65

공사기간 2018.03 ~ 2018.05

발주처 TSK WATER

시공사 타이가

규격 D200, ø75

공사기간 2019.01 ~ 2019.02

발주처 SK에너지

시공사 부강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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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참고자료

규격 D200, ø65

공사기간 2019.03 ~

발주처 LG화학

시공사 GS건설

규격 D200, ø75

공사기간 2019.05 ~

발주처 현대건설

시공사 우주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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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참고자료

규격 D200, ø65

공사기간 2019.10

발주처 롯데케미칼

시공사 광명건설산업

규격 D150, ø50

공사기간 2019.08

발주처 LG화학

시공사 티지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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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참고자료

규격 D200, ø65

공사기간 2019.12

발주처 GS칼텍스

시공사 우주종합건설

규격 D200, ø65

공사기간 2019.09 ~

발주처 현대오일뱅크

시공사 진웅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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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참고자료

규격 D200, ø65

공사기간 2020.01

발주처 SK하이닉스

시공사 넥서스피엔씨

규격 D200, ø65

공사기간 2020.06

발주처 S-OIL

시공사 백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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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참고자료

규격 D150, ø50

공사기간 2020.08

발주처 원익 머트리얼즈

시공사 더블유 건설

규격 D200, ø65

공사기간 2020.08

발주처 LS전선

시공사 동해기초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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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참고자료

규격 D150, ø50

공사기간 2020.09

발주처 LG화학

시공사 티지종합건설

규격 D200, ø65

공사기간 2020.09

발주처 한화토탈

시공사 우주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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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참고자료

규격 D200, ø65

공사기간 2020.06 ~

발주처 현대케이칼

시공사 홍진건설

규격 D150, ø65

공사기간 2020.09 ~

발주처 대원S&P

시공사 부강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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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참고자료

규격 D200, ø65

공사기간 2018.02 ~ 2018.05

발주처 현대건설

시공사 광명건설사업

규격 D200, ø65

공사기간 2018.08 ~ 2018.10

발주처 포스코건설

시공사 광명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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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D200, ø65

공사기간 2020.03

발주처 현대건설

시공사 기성건설㈜

규격 D200, ø65

공사기간 2020.04

발주처 한양건설

시공사 ㈜넥서스이엔씨

0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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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D150, ø65

공사기간 2020.07

발주처 대우건설

시공사 나라기초

규격 D150, ø65

공사기간 2020.09

발주처 GS건설

시공사 나라기초

0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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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참고자료

규격 D150, ø50

공사기간 2018.03

발주처 경주교육청

시공사 태원건설

규격 D150, ø50

공사기간 2019.02

발주처 경주교육청

시공사 삼성건설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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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참고자료

규격 D150, ø65

공사기간 2019.04

발주처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시공사 S-TECH

규격 D150, ø50

공사기간 2020.03

발주처 서울시 용산구 치수과

시공사 보훈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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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참고자료

TEL . 031-594-8149 FAX . 031-594-8150 ㈜현진기초개발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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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참고자료

주동
사거리

㈜현진기초개발 여수지사



TEL . 031-594-8149

FAX . 031-594-8150

마이크로파일전문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