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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어우러져 세상을 밝히는 힘

중앙건설(주)이 열어갑니다

반세기 역사의 중앙건설(주)은 고객에 대한 신뢰, 

최고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 건설리더로서의 친환경 및 

고객감동의 신 건설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감동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고객의 Need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인간이 중심이 되고 자연과 어우러져 세상을 밝히는 신 건설문화를 창조해왔습니다.

더 큰 미래와 더 나은 감동을 위한 중앙건설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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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중앙건설(주)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앙건설(주)은 1958년 창업이래 각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 종합건설회사로서 도전과 열정으로 반세기의 오랜시간동안 오직 

건설외길을 걸어왔습니다. 무한경쟁시대의 숱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내실경영을 바탕으로 지나친 외형성장보다는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보다 높은 차원의 신기술 창조와 품질경영을 위해 노력하여 고객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의 수많은 시공실적을 통해 축적된 최고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간중심의 환경친화적 건설 문화를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

앞으로도 중앙건설(주)은 우량한 재무구조와 최고의 전문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새로운 비전들을 실현시켜 나아갈 것이며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건설리더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건설리더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중앙건설(주) 임직원 일동

인사말

Greeting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건설리더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인사말

Gr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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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History

중앙토건(주)설립
경남 창녕군 남지읍,리 590-30 / 마산지사 설립

토목,건축공사업(143호) 면허취득1968.05

전기공사업(경남-00187) 면허취득1978.06

중앙토건전력(주) 흡수합병1981.08

마산지사 (마산시 중앙동 2가 1-420)1984.11

자본금 21억원으로 증자1992.09

포장공사업 면허취득1992.12

지사이전 (마산시 오동동 306-1)1996.03

마산지점 폐지1998.01

중앙건설(주)로 상호변경1998.02

ISO/KSA9002 인증취득1999.06

자본금 31억원으로 증자1999.08

1958
 04 ~

수질방지시설업(수질-28) 면허취득2001.06

농업기반공사 우수시공업체 선정(수자원 분야)2002.03

제이에이산업(주)를 합병2002.10

(주)중앙으로 상호 변경2003.03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장 수상2003.12

중앙건설(주) 상호변경2006.01

자본금 38억원으로 증자2008.05

조경공사업(170081) 면허취득2008.07

MATOC(미8군 입찰) 등록

부동산개발업(경남140010) 면허취득 

2011.04

2014.05

산업설비공사업(170013), 
주택건설업(경남-주택2000-0025)

2000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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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방침

Management Policy

중앙건설(주)은 고객감동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반세기 동안의 축척된 기술력과 

튼튼한 내실경영으로 보다 나은 미래로의 신 건설문화 창조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품질경영

중앙건설의 
미래경영

고객의 Needs를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인 품질 경영시스템을 운영,

 전문화를 강화하고 품질경영의 리더로서 

신기술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Quality Management 

고객감동경영

고객만족을 넘어서 고객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동을 드리기 위해 최고의 기술력과 

고객의 요구에 맞춘 품질경영,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하는 인재경영을 

바탕으로 고객감동경영을 최우선

철학으로 생각합니다.

Customer Management 

인재경영

외형보다는 내실을 중요시하는 철학아래 

인재에 대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하며 

직원의 자기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키우는 일은 곧 중앙건설(주)의 

미래를 약속하는 경영전략

입니다.

Talen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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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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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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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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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액(2014년)

JUNGANG CONSTRUC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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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실적액(5년간)

JUNGANG CONSTRUC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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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Engineering 

Works

환경플랜트시설 / 댐, 저수지시설

고난도의 특수공법 시공을 요구하는 각종 국가 SOC(사회간접시설) 및 도로, 간척 등 

국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 국가동맥을 잇는다는 자부심으로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목/사/업 

JUNGANG CONSTRUC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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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시설

S.O.C Facilities

｜삼천포~사천 국도확장공사

｜한림~생림간 도로건설공사

특수 교량 (STEEL BOX, PLATE GiRDER교, PC교, 

철도가도교 등)과 시가지 하천종합 복개공사, 광장축조 등 

복합적인 고난도 사업과 공법으로 원활한 교통물류 흐름의 

주된 목적물을 시공함으로서 사회간접자본 시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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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서~남지간 국도4차선 확장공사

｜남지~영산간 국도4차선 확장공사

｜고속국도 냉정-부산8공구

JUNGANG CONSTRUC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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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

JUNGANG CONSTRUC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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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공중)

｜홍성남장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시가지 확장, 신시가지 조성, 물류단지 매립조성 등 

대단위 부지 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의 기반을 활성화 하는 대규모의 여러사업들을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이용,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JUNGANG CONSTRUC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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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살리기 4공구

JUNGANG CONSTRUC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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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항 북측안벽 및 항만배후단지 3공구 축조공사 (시공중)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부지 조성공사

JUNGANG CONSTRUC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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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플랜트 시설

Environment Plant Facilities

｜밀양시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

산업환경 설비, 전기, 수질 오염방지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중앙건설(주)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개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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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마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공사

JUNGANG CONSTRUC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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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저수지시설

Dam / Reservoir Facilities

｜하동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월곡지구-댐시설공사

｜고성 삼산지방 상수도 시설공사

｜대합 농공단지 조성공사 외

농민의 재산보호 및 농작지 소득증대를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대규모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경지정리 및 배수개선 사업 등의 각종 대, 중규모 

농업 기반 조성사업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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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 (토목사업)

Result (public works)

삼천포~사천 국도확장공사

한림~생림간 도로건설공사

칠서~남지간 국도4차선 확장공사

남지~영산간 국도4차선 확장공사

제주휴양형 도시 조성사업

인천귤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홍성남장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밀양시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마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공사

양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월곡지구-댐시설공사

고성 삼산지방 상수도 시설공사

남해미조 상수도 시설공사(취수댐/정수장)

대합 농공단지 조성공사 외

낙동강 살리기 4공구

서산~부석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서산A간척지 재정비사업 1공구

서울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창원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양산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서울 신이문 빗물펌프장 시설공사

덕천강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대합 농공단지 조성공사

월촌지구, 대산지구 배수로 시설공사

초계지구, 가항지구 배수로 시설공사

북면하수관거 정비공사

천안시 병천처리구역내 분류식 하수관거공사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건설공사 4공구

고속도로제551호선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덕암~다곡간도로(군도15호선)확포장공사

거제시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제주 동부관광도로(97호선) 확장공사

마산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용비교~뚝섬길간 도로개설공사

부산신항 북컨테이너배후부지 조성공사

창녕, 양산 상수도 시설공사

청원군 분뇨처리시설 공사

사천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능포항 어촌종합개발사업

군내~고군도로확장공사

백룡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마산~창원간 연결도로 민자투자사업 공사

곤리항 시설공사

이곡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공사

흥해지구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공사

차리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저수지축조공사

광산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공사

유어지구, 대합지구 유입관로 매설공사

함양지구, 난평지구 제방축조 공사

창원시 일반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시설공사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생림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흑산소사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낙동강 성주지구 하천개수공사

유어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공사

영남지구, 대사지구 재경지 정리사업

울산신항 북측안벽 및 항만배후단지 3공구 축조공사 (시공중)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부지 조성공사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마산항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공중)

북면하수처리장 증설공사(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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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Division 

Works

교육시설 / 문화체육시설 / 일반건축시설 / 공동주택시설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순한 공간활용의 개념을 벗어나 보다 쾌적한 환경, 

첨단 정보시스템, 인간공학적 요소 및 도시디자인까지 고려하는 고객의 토탈솔루션

(Toral Solution)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건/축/사/업 

JUNGANG CONSTRUC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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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Educational Facilities

｜진주교대 교육문화관 신축공사

보다 나은 미래국가 건설을 위해 청소년들이 마음껏 배우고 숨 쉴 수 있는 

공간과 교육시설 및 체육시설 등에 참여, 안전하고 편안한 건축물을 짓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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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대학 기숙사 신축공사

｜양산 삽량초등학교 신축공사

｜영운초등학교 신축공사

JUNGANG CONSTRUC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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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Culture Facilities

｜거제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신축공사

현대의 건축물은 단순한 공간활용을 넘어 보다 쾌적한 환경, 효율적인 공간

시스템, 첨단 정보시스템 및 도시의 미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중앙

건설(주)은 반세기동안 축적해온 독보적인 시공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건축물을 짓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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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빌딩 신축공사

｜양산문화회관 신축공사

｜창녕공설운동장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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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Public Facilities

｜LH본사 신사옥 건설공사 (시공중/2014년말 준공예정)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복지시설과 문화강국의 자부심으로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공공시설 부문에서도 엄격한 시공기준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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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축 시설

General Facilities

｜대림빌딩 신축공사

｜내외빌딩 신축공사

고도의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발휘하여 고객의 요구를

넘어서는 최적의 건축물을 위한 중앙건설(주)의 노력은 

이 시간에도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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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시설

Tenement Facilities

｜마산 대창동 중앙캐스빌 아파트공사

｜진해 자은동 중앙네스빌 아파트공사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공간, 안락함과 주거가치가 동시에 

빛나는 인체공학적인 설계 및 인테리어로 소유하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중앙건설(주)의 아파트는 고객에게 

특별한 만족과 감동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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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중앙파크빌 아파트공사

｜마산 회원동 중앙캐스빌 아파트공사

｜마산 자산동 중앙캐스빌 아파트공사｜ LH공동주택아파트공사

JUNGANG CONSTRUC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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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오동동 마린파이브 아파트

｜남양주 가운아파트 건설공구 

   5공구 외 아파트공사

JUNGANG CONSTRUC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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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 (건축사업)

Result (the construction industry)

최고의 시공기술력으로

최적의 건물을 보여드립니다.

중앙건설(주)은 국가 SOC사업 및 도심권 개발사업, 

대단위 농업기반 조성사업, 각종 환경사업, 해양치수사업, 플랜트산업, 

주택사업 등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공법을 요구하는 

각종 공공시설사업 및 민간분야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0-00사 생활관 신축공사

사남초 / 중리초 / 김해여고 BTL신축공사

삼량진초 / 내동초등학교 BTL신축공사

통영 미륵공원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

마산시 도서관,문예관 신축공사

마산시 오동동 대림빌딩 신축공사

영운초 / 봉명초 / 삼정중학교 BTL신축공사

궁항초 / 구산초 BTL신축공사

마산대학 체육관 / 궁도장 / 테니스장 신축공사

진주 서여중 / 남지중고등학교 신축공사

진주 시립학생과학관 신축공사

마산시 구암 / 용지 / 남산 초등학교 신축공사

마산시 양덕중학교 신축공사

LH본사 신사옥 건설공사  (시공중/2014년말 준공예정)

창원 중앙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시공중)                                               

창원오피스텔 신축공사(MK)(시공중)

진주교대 교육문화관 신축공사

마산대학 기숙사 신축공사

양산 삽량초등학교 신축공사

양산 중부초등학교 신축공사

창녕 공설운동장 신축공사

하나빌딩 신축공사

거제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신축공사

양산문화회관 신축공사

대림빌딩 신축공사

내외빌딩 신축공사

마산 대창동 중앙캐스빌 아파트공사

진해 자은동 중앙네스빌 아파트공사

진영 중앙파크빌 아파트공사

마산 회원동 중앙캐스빌 아파트공사

남양주 가운아파트 건설공구 5공구 외 아파트공사

창원오동동 마린파이브 아파트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