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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광종합건설은 건축, 토목, 산업환경플랜트, 철근콘크리크및기타

시설물유지관리업등다양한분야의 Project 공사를 최고의기술과불굴

의개척정신으로 고객의가치창출을위해언제나노력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품질로 무사고적기납품’ 이라는 Slogan 을 바탕으로

고객의 Needs 를충족시키고 지역기업들과의 협력을극대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행복추구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아울러㈜부광종합건설은 항상신뢰받는기업, 나아가감동을주는기업

이되기위해, 전임직원이한마음한뜻으로노력할것이고, 최고의기술

과품질로고객에게보답하는기업이될것임을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광종합건설

대표이사 송 성 철

인 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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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사 개 요

회 사 명 ( 주 )  부광종합건설 (창성이엔씨(주) 포함)

대표이사 송 성 철

설립일 2011년 6월 13일

업태 건설업 /  제조업

사업부분

- 건축/ 토목 공사업/ 산업환경플랜트 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도장/ 실내건축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산업플랜트건설업

- 태양열집열판기기 제조업

-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년간 매출액

시공능력

종업원수 총 30名 (부광종합건설: 18명/ 창성이엔씨: 12명)

2019년 :  186.2 억원

2019년 :   93.5 억원

2018년 :   109.2 억원

2018년 :   77.6 억원

** 년간 매출액 상세: 
☞ 19년→ 186.2 억 (부광: 153.5억/ 창성: 32.7억),  18년→ 109.2 억 (부광: 69.3억/ 창성: 39.9억

** 년간 시공능력 상세: 
☞ 19년→ 93.5 억 (부광: 82.6억/ 창성: 10.9억),     18년→ 77.6 억 (부광: 52.4억/ 창성: 25.2억)



2. 회 사 연 혁

2011.  06월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지창범에 의해 창성이엔씨㈜ 법인설립

본점 :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612-6, 납입자본금 2억원

창성이엔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울주군청

2012.  11월 본점이전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8, 2층)

12월 대표이사 지창범 사임, 현대표이사 송성철 취임

2016.  03월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송성철에 의해

㈜부광종합건설 법인설립, 납입자본금 5억원

㈜부광종합건설 종합건설업 등록-울산광역시

12월 ㈜부광종합건설 대한건설협회 회원등록

2017,  07월 본점이전 (울산 울주군 온산읍 신경길 77, 2층

2018.  05월
㈜부광종합건설 제조업종 추가
(태양열 집열판 기기 제조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외)

2019. 01월
㈜부광종합건설 서울사무소 개설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2 윈드스톤호피스텔 1507호 소재]

2020. 02월 창이엔씨(  (주)            I S O 45001  인증 획득

2020. 3월 (주)  부광종합건설 I S O 45001  인증 획득



3. 사업자정보



3. 사업자정보



3. 사업자정보



3. 사업자정보



3. 사업자정보



3. 사업자정보



3. 사업자정보



3. 사업자정보



3. 사업자정보



4. 회 사 조 직 도

대표이사

이 사 회 고 문 단

부 사 장
상 무

이 사

총무/경리팀 건축사업부 토목사업부 플랜트사업부



5. 면허 및 제 인증서 (1)



5. 면허 및 제 인증서 (2)



(대한건설협회 회원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증)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 I S O 45001 인증서 (국문) ]



[ I S O 45001 인증서 (영문) ]



[ I S O 45001 인증서 (국문) ]



[ I S O 45001 인증서 (영문) ]



(건설업 등록수첩)

◈부광종합건설

◈창성이엔씨



시공능력평가 및 시공실적 ( 1 ) - 부광

◈부광종합건설



시공능력평가 및 시공실적 ( 2 ) - 부광

◈부광종합건설



시공능력평가 및 시공실적 ( 3 ) - 부광

◈부광종합건설



시공능력평가 및 시공실적 ( 1 ) - 창성

◈창성이엔씨



시공능력평가 및 시공실적 ( 2 ) - 창성



시공능력평가 및 시공실적 ( 3 ) - 창성



6. 건설기술자보유현황

NO 성 명 종 목 생년월일 등록번호 합격년도 비 고

1 송성철 건축 731126 G00736213 2017

2 김순주
토목
건축

761226 00205170503H 2000

3 조두영 토목 771016 06201151056D 2006

4 정영호 토목 720219 G00352839 2004

5 김성호 토목 730502 97202031643A 1997

6 박기만
토목
환경

810805 082020900320 2008

7 장영주 건축 810426 06201090541V 2006

8 박진옥 건축 810604 06204090389A 2006

9 이동채 건축 830930 G00782312 2019

10 박대흠
산업
안전

891114 19201090925M 2019

11 이학훈
위험물
산업

851030 05401150002C 2014

12 구본웅 토목 840218 08204080100S 2008

13 강봉일 건축 810420 16405030727V 2016

14 김용민 토목 800126 04202090067V 2004

15 이종한
산업
안전

561210 17202090708K 2017

16 박대호 토목 841124 10202210093T 2010



NO 공사명 발주처 비고

1 ㈜에스에이씨 군산공장 신축공사 ㈜에스에이씨

2 KPX 출하설비 토목공사 ㈜세종테크

3 ㈜울프 공장동 신축공사 (주)울프

4 오드펠코리아 토목공사 지엠텍㈜

5
KPX NO.10,11위험옥외저장소 소화전
설비 설치 토목공사

㈜세종테크

6 ㈜에스에이씨 군산공장 신축공사(2차) ㈜에스에이씨

7 ㈜25%NaOH생산 설비증대공사 한화케미칼㈜

8 울산1공장 폐기물 보관장 설치 공사 롯데케미칼㈜

9
Tent House 설치
(제작공장 신항만 설비 투자)

㈜포스코플랜텍

10 사업 다각화를 위한 창고동 신축공사 ㈜세진중공업

11 CRU Filter Press House 설치공사 롯데케미칼㈜

7. 주요 공사 실적 (1)



NO 공사명 발주처 비고

12
㈜아이플랜트 공장 신축공사
(신일반산업단지)

㈜아이플랜트

13 ㈜SAC 온산공장 신축공사(온산공단) ㈜SAC

14
㈜티엠이씨 공장 신축공사
(신일반산업단지)

㈜티엠이씨

15 ㈜정인하이테크 공장 신축공사 ㈜정인하이테크

16 ㈜SAC 옥천공장 증축공사 ㈜SAC

17 울산 남구 삼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태림

18 L-570 옥외저장탱크 설치공사 송원산업㈜

19
문산리 일반산업단지 지원센터
(근린시설) 신축

레인보우빌딩

20 에이스앤이㈜ 공장증축공사 (E,F동) 에이스앤이㈜

21 울산 1,2공장 토건.영선.도장공사 롯데케미칼㈜
2016년~
진행 중

22 온산관리소 증설공사 중 토목공사 ㈜경동이앤에스

7. 주요 공사 실적 (2)



NO 공사명 발주처 비고

23
중기 남쪽 / 증발&가성화 도로 포장공
사

무림피앤피㈜

24
E-14BP Project 부대공사 중 토목, 철
골공사

㈜ 세종테크

25 장생포 항만 BLOCK 제작 항만공사

26 SK Air Gas 수소 저장 설비 설치공사 SK에어가스㈜

27 STACK 철거 공사 GS에코메탈㈜

28 154KV 무림P&P TL NO.7 사면 보강공사 한국전력공사

29 울산사업장 신규 부지공사 GS 칼테스㈜

30 방사기존계열 전기실 신축공사 ㈜휴비스

31 SK케미칼㈜ IHC PJT.  공장신축 SK케미칼㈜

32 강동산하지구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외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33 울산신항공장 건설공사 중 토건공사 JC케미칼㈜

34 울산 2,3공장 태풍 피해 복구공사 ㈜포스코플랜텍

35 (울프) 3공장 신축공사 ㈜울프

7. 주요 공사 실적 (3)



NO 공사명 발주처 비고

36
E-REF-15 PJT 산중화처리설비
부대공사 중 토목, 철골

㈜세종테크

37
탄산 900톤 저장탱크 증설
토목 건축공사

㈜덕양

38 기존 창고 바닥 등 노후시설 보수 공사 GS에코메탈㈜

39 KPX케미칼 도로보수 포장공사 KPX케미칼㈜

40 KPX케미칼 MDI 옥내저장조 증설공사 KPX케미칼㈜

41 원료보관창고 및 연구실 개선공사 GS에코메탈㈜

42
롯데케미칼 2공장 PTA & PIA SILO 및
포장동 Foundation 설치공사

롯데케미칼 ㈜

43 강동산하지구 호안사면 조성공사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44 KPX케미칼 MT시스템 증설 부대공사 ㈜세종테크

45 TBA 저장 Tank  설치 토목공사 남경산업 ㈜

46 호계문화체육센타 건립공사 토목공사 태진종합건설 ㈜

7. 주요 공사 실적 (4)



NO 공사명 발주처 비고

47
석유 3공장 안티모니 제거 폐수처리장
토목 건축공사

태광산업 ㈜

48
석유 3공장 화확물질관리법 시설기준에
따른 보완사항 토목 1차공사

태광산업 ㈜

49
롯데케미칼 2공장 포장동 토목 및
건축공사

롯데케미칼 ㈜

50
롯데케미칼 1공장 수처리 건축물 지붕
교체공사

롯데케미칼 ㈜

51
송원산업 매암 1076 공장 STRUCTURE 
증축 외 1종 공사

송원산업 ㈜

52
석유 3공장 AN 개발촉매 PILOT 시스템
구축 암모니아 BOMBE 저장실 건축공사

태광산업 ㈜

53
롯데케미칼 2공장 토목 및 건축
잔여공사

롯데케미칼 ㈜

54 SK AIR GAS 공장동 외벽 보수 판넬공사 SK 에어가스 ㈜

55 태광산업 3공장 안티모니 RO HOUSE 건축 태랑엔지니어링

56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 ㈜SAC군산공장

57 삼동초 별관동 내진보강공사 울산교육청

58 정비 행거동 신축 중 철콘공사 한국항공서비스㈜

7. 주요 공사 실적 (5)



NO 공사명 발주처 비고

59 석유3공장 화관법 시설기준 토목2차공사 태광산업㈜

60 WWI PJT. 철콘 및 철골공사 동서석유화학㈜

61 6000단지 TANK신축공사 태영인더스트리

그 외 기타 다수

7. 주요 공사 실적 (5)



NO 공 사 명 시공처 공사기간
작업물
량(ton) 

1 천청동철골외 뉴젠건설 외 2005.01-12 5,180

2 소양강댐 보조여수로공사 천보기계 외 2006.01-12 8,250

3 서울대병원 / 농심 포승공장 이성엔지니어링 외 2007.01-12 16,465

4 이란 파이프랙외 한맥중공업 외 2008년이전 37,670

5 RAPO외기타 한맥중공업 외 2008.01-12 11,240

6 하이마트 동탄점 외 지앤지파트너스 외 2009.01-12 9,098

7 미래타워빌딩신축 경안종합건설㈜외 2010.01-12 10,120

8 ㈜베바스토동희 안산공장 증축 외 동신개발㈜외 2011.01-12 12,597

9 진영로라 안산공장 신축 이루건설외 2012.01-12 7,535

10 제이와이써키트 신축 아이에스건설㈜외 2013.01-12 9,360

11 아성플라스틱 공장 외 태림건설㈜ 2014.01-12 6,700

12 ㈜세진엠에스 사옥 신축공사외 ㈜라경종합건설 2015.01-12 5,680

13 화성 바이오밸리 오비오공장 신축공사 주식회사 대들보 2016.01-12 8,615

14 지에이치테크 중2층증축공사외 대신산업 2017.01-12 10,283

15 김포공상 대중골프장클럽하우스 ㈜혜성이엔씨 2018.01 220

16 아이티에스 공장부지 조성및 신축공사 ㈜신동양건설 2018.02 250

7. 플랜트 주요 공사 실적 (5)



NO 공 사 명 공처 공사기간

작업
물량(t
on) 

17
일영리 두리랜드신축공사 중 철골 제작
납품

㈜혜성이엔씨 2018.05 700

18
주식회사 에스엠에스 공장 철골 제작
납품

㈜혜성이엔씨 2018.06 650

19 ㈜현대 오성자동차공업사 공사중 철골공사 우석건설산업 ㈜ 2018.07 250

20 파주시 조리읍 참화이트 공장 신축공사 천운종합건설㈜ 2018.07 200

21 ㈜양지푸드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청자종합건설 2018.08 230

22 파주시 오도동 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 천운종합건설㈜ 2018.09 190

23 파주시 월롱면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천운종합건설㈜ 2018.09 240

24 원창동 4개동 철골공사 중 제작납품 신일중공업 ㈜ 2018.11 420

25 예산군주령리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우석이엔지 218.12 182

26
야쿠르트 의왕물류센타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동명S&C 2019.01 350

27 아가페 교회신축공사 중제작 납품 ㈜대일에스티 2019.01 184

7. 플랜트 주요 공사 실적 (6)



M O U  협 력 사



(주) 동아인슈

Insulation 시공 제품

1) ROCK -WOOL

2) GLASS -WOOL

3) E-GLASS

4) STENCA & A-FLEX 시공



1) ROCK-WOOL

BOARD PipeCover

MOLD LamelaMat



2) GLASS-WOOL

Glass WoolMat 크린판넬

3) E-Glass 

PIPE Cover Elbow Cover FELT



4) STENCA & A-FLEX 시공

ELECTRIC HEATING PIPE 특수보온 시공

Arma-flex 시공 Stenca& Jacketing 시공

Stenca보온재및시공



** 시공에 대한 적용 실적 **  

NO. 발주사 PROJECT(호선별) 납품기간

1

현대중공업

H.2045~H.2046 VLCC 2009

2

H.2065~H.2068, H.2273~H.2274,

2010
H.2174~H.2175, H.2226~H.2227,

H.2300~H.2303, H.2338~H.2343,

3

H.2200~H.2201

H.2273~H.2274, H.2174~H.2175, 

2011H.2226~H.2227 H.2300~H.2303, 

H.2338~H.2343, H.2200~H.2201

4

H2232 ~ H2237, H2473, H2489 ~ 2501, 

2012H2537, H2546(E/C), H2556(E/C), 

H2580, H2585, H2586, H2589

5

H2504, H2505, H2512, H2523, 

2013H2546, H.2548, H2559, H2576, 

H2560, H2632

6
H2507, H2508, H2563, H2564(F/N), H2584, 

H2657(E/C), H2665(F/N), H2667(F/N)
2014.05

7

현대삼호중공업

S.384~S.385, S.398, S.400, S.443 2010

8 S.467, S.534, S.537, S.541 2011

9

S497TI8 ~ S500TI8, S518TI8, 

2012S547TI8, S549TI8, S584P61, 

S585P61, S605P97

10

S587P61, S628P97, 

2013S631T17, S632T17,

S634T17, S667TK3, S668TK3

11

대우조선해양

H.2014~AII LNGC 2004~2010

12 FPSO 2009

13

H.5330~H.5311, H.2272, H.5327,

2010
H.5329, H.5907 FPSO, H.6045, H.2280

14 H.6049, H.4227, H.3402 2012

15
H.2291, H.4250, H.4251, H.5389, 

2013
H.6049, H.2296, H.7511 F764

16
H2292, H4262, H4263, H4264, 

H4265, H5390, H5391, H5392, 
2014.05

17 삼성중공업

H.1553~H.1555 LNGC,

2004~2010H.1585~H.1588 LNGC,

H.1643~H.1646 LNGC,



9. 회사 및 공장 오시는 길

◈본사

◈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