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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MORE
대홍에이스건업은

고객의 소중한 뜻을 모아서 더 높은 서비스와 기술을 제공하여

영원히 고객과 함께하는 좋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대홍에이스건업은

좋은 인재가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인재경영철학을 기반으로

영원히 성장하는 건설회사를 만들겠습니다.

&



고객의 성공과 만족이

대홍에이스건업의 경영 철학입니다.

Letter from CEO / 대표이사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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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에서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의 대표 건설회사인 (주)대우건설에 입사하여 15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대홍에이

스건업을 1996년 창립한 이래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의 고속철도, 지하철, 택지개발 및 대규모 지하굴착공사등 다양한 국책사업에 참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건설회사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저는 2002년 3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 토공사업협의회 운영위원, 대표의원, 부회장직을 거쳐 2006년 9월부터 대

한전문건설협회 토공사업협의회 제8대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본회 건설산업제도개선 대책위원회 위원,대한전문건설

협회 서울특별시회 부회장, 건설정책연구원 이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노동정책위원장,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 포럼 위원, 전문건설공제

조합 운영위원장으로써 한국건설업을 대표하는 건설인으로 한국의 모든 건설업계의 권익옹호와 위상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책임완수, 성실시공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국가건설산업 발전 및 사회의 신뢰를 받는 기업

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대홍에이스건업

대표이사    신 홍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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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Activity / 대표이사 이력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회사들은 대홍에이스건업의 성실성을 공인하고 우리의 노력과 능력을 
인증하였습니다. 또한 신홍균대표이사는 대한민국 건설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임명 내역

일자 임명 임명내용 시행처

상훈 내역

일자 포상명 포상내용 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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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선임패 제7대 이사 대한전문건설협회

2004.06.21 위촉장 전문건설선진화기획단(T/F) 대한전문건설협회

2006.03.14 위촉장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대한전문건설연구원 부위원장 대한전문건설협회

2006.05.04 위촉장 건설선진화 포럼위원 건설교통부

2006.08.28 선임장 제10대 대의원 전문건설공제조합

2006.09.29 인준서 토공사업협의회 제8대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2006.11.01 인준서 서울특별시회 제8대 부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2006.11.01 선임장 제8대 이사 대한전문건설협회

2008.05.14 위촉장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업종·업역분과위원 국토해양부

2008.08.28 선임장 제11대 대의원 전문건설공제조합

2009.11.01 인준서 토공사업협의회 제9대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2010.01.18 위촉장 자금운용위원 전문건설공제조합

2010.03.12 인준서 제9대 서울특별시회/토공사업 분과위원장 대한전문건설협회

2013.02.01 선임패 제9대 전문건설공제조합/운영위원장 전문건설공제조합

2013.06.29 위촉장 대한민국 중국경제사절단 대한상공회의소

2003.03.07 감사장 건설산업발전기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2004.02.26 공로패 전문건설업우수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2004.12.15 표창장 건설교통업무발전기여 건설교통부

2005.11.04 표창패 안전관리우수 ㈜대우건설

2012.07.02 금탑산업훈장 국가산업발전기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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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Outline / 회사개요

대홍에이스건업은 20년간 다져온 신뢰의 역사로 
고객의 미래를 더욱 더 크고 튼튼하게 건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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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식회사 대홍에이스건업

대표이사 신홍균

사업자등록번호 211-86-12944

법인등록번호 110111-1239741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5 대광빌딩 403호

연락처 TEL 02-516-2772  FAX  02-516-4229

자본금 2,600,000,000원

종업원 80명

신용도 BB

사업종목 건설

사업분야 토목공사업 01-0539

토공사업 94-서울-02-240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94-서울-10-308호

상,하수도공사업 강남-98-13-4호

비계.구조물해공사업 강남-98-07-2호

수중공사업 강남-02-17-01호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강남-04-03-08호

보링, 그라우팅공사업 강남-05-14-07호

포장공사업 강남-11-14-04호



 회사조직도 / Company Organization

80명의 임직원이 하나되어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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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부사장

건설사업부

견적팀

시공관리팀

시공팀

해외사업부

해외사업팀

총무부

재정팀

경영지원팀

감사 경영관리 자문단

시공현장시공현장시공현장시공현장 시공현장



Company History / 회사연혁

1996년 설립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현재의 대홍에이스건업이 있고 
앞으로도 항상 고객에게 항상 신뢰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1996.02.06         주식회사 대홍에이스건업 회사설립

1996.06.2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 (제94-서울-10-308호)  

                                토공사업 면허취득(제94-서울-02-240호)

1996.07.01         ㈜대우건설 협력업체 등록

1998.01.26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취득(강남-98-13-4호)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취득(강남-98-07-02호) 

1998.10.02         두산중공업주식회사 협력업체 등록.(구 한국중공업)        

1999.03.13         한국경영인증원 국제품질규격(KS A 9002/  ISO 9002) 취득

1999.11.20         자본금 증자 3억원 (자본금 8억원)

2001.03.21         금속,창호 공사업 면허취득(강남-01-11-12호)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취득(강남-01-14-07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강남-01-18-02호)

2001.05.29         포장공사업 면허취득(강남-01-16-10호)

2001.07.01         금호산업㈜건설사업부 협력업체 등록

2002.01.19         자본금 증자 2억원(자본금 10억원)

2002.02.05         수중공사업 면허취득(강남-02-17-01)

2003.02.1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BS EN ISO 9001:2000 / KS A 9001:2001)

2003.03.07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감사장 수상 

2003.11.11         극동건설㈜ 협력업체 등록

2003.12.18         자본금 증자 1억원(총 자본금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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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6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공로패 수상

2004.04.27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면허취득(강남-04-03-08)

2004.05.14         자본금 증자 3억원(총 자본금 14억원)

2004.12.15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장 수상

2005.07.19         자본금 증자 2억원(자본금 16억원)

2006.01.01         한라건설㈜ 협력업체 등록

2006.09.21         자본금 증자 5억원(총 자본금 21억원)  

2007.09.20         주택건설사업 면허취득(서울-주택2007-0220)

2008.10.28         동아건설산업㈜ 협력업체 등록

2009.07.11         자본금 증자 5억원(총 자본금 26억원)

2009.08.11         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취득(01-0539)

2009.08.30         현대건설㈜ 협력업체 등록 

2010.10.18         대림산업㈜ 협력업체 등록

2010.11.16         쌍용건설㈜ 협력업체 등록  

2011.04.06         포장공사업 면허취득(강남-11-14-04)

2012.07.02         금탑산업훈장 수상

2013.01.04         동해지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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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사회공헌

대홍에이스건업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봉사하고 공헌하는 자세로 
건설산업 발전에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대홍에이스건업은 사회공헌과 발전을 위해 봉사한 결과로 2012년 7월2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의 인증서인 금탑산업훈장을 이병박대통령

으로부터 직접 수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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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및 경영관리 / Quality Management

대홍에이스건업은 ISO 9001:2000/KS A 9001:2001 품질시스템 규격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유지 ,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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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 등록 및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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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에이스건업은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진취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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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 등록 및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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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설공사 실적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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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s / 협력업체 표창장

2007.02.13 우수협력업체 대우건설

2008.02.20 우수협력업체 대우건설

2009.02.12 우수협력업체 대우건설

2010.03.08 우수협력업체 대우건설

2011.02.15 최우수협력업체 대우건설

2012.04.27 우수협력업체 롯데건설

2013.02.19 우수협력업체 대우건설

2013.04.25 우수협력업체 롯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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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 / Global Business

국내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대홍에이스건업의 노력을 심어나가겠습니다.

해외사업 총괄

이사 Justin Lee

2013년은 대홍에이스건업이 글로벌 건설시장에 도전하는 원년입니다.  

우리는 창업이래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들과 함께 첨단 기술과 노하우를 

발전시켜왔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기술력 중심의 시공체계를 구축하고 설계, 시공기준을 

총체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품질관리 인증제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회사의 모든 힘을 집중하여 고객이 신뢰하는 글로벌 건설기업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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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토공사업
 | 금강살리기 프로젝트                                                      24

 터널공사업
 |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안동간 5공구 터널공사        26

 교량공사업
 | 제4 지방 산업단지 천안 북부대로                                28

 도로공사업
 | 대구~포항 고속도로                                                    30

 철도공사업
 | 영동선 철도공사                                                         32

 지하철공사업
 | 오리~수원 복선철도 제3공구                                                      34
 | 신분당선 5-3공구(서울지하철 911공구)                                        36

 플랜트공사업
 | 동부제철 열연공장                                                      38
 | 동해항 석회석 저장시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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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BUSINESS PORTFOLIO / 사업분야소개 

금강살리기 프로젝트

공사위치 : 충청남도 세종시 일원

공사목적 : 자연재해(홍수 및 가뭄)을 조절하고 생활공원조성사업

공사내용 : 하천정비 15Km,  교량 3개소,  수중보 1개소,  소수력발전 1개소, 자전거도로 3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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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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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ORTFOLIO / 사업분야소개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안동간 5공구 터널공사

공사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공사목적 : 고속도로 제30호선 신설공사 

공사내용 : 터널연장 3.6Km,  왕복4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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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NELING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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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ORTFOLIO / 사업분야소개 

제4 지방 산업단지 천안 북부대로

공사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공사목적 : 천안 고속도로 진입도로 신설공사 

공사내용 : 교량(L=1,160m),  지하차도 ( L=700m), 왕복4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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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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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ORTFOLIO / 사업분야소개 

대구~포항 고속도로

공사위치 : 경산북도 경산시

공사목적 :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신설공사 

공사내용 : 고속도로 (L=5.0Km), 왕복4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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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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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ORTFOLIO / 사업분야소개 

영동선 철도공사

공사위치 : 강원도 태백시 ~ 강원도 삼척시

공사목적 : 노후화된 국내유일의 스위치백 철도 노선 개량공사 

공사내용 : 정거장 1개소, 개착BOX(L=600m), 터널(L=1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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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ROAD           WORK 

|   33     DAEHONG ACE CONSTRUCTION



BUSINESS PORTFOLIO / 사업분야소개 

오리~수원 복선철도 제3공구

공사위치 : 경기도 수원시

공사목적 :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보

공사내용 : 정거장 1개소,  개착Box  (L =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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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WAY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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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ORTFOLIO / 사업분야소개 

신분당선 5-3공구(서울지하철 911공구)

공사위치 : 서울시

공사목적 :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보

공사내용 : 정거장 1개소,  개착Box  (L =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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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WAY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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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ORTFOLIO / 사업분야소개 

동부제철 열연공장

공사위치 : 충남 당진시

공사목적 : 전기로를 이용한 일괄제철소 건립 (연간 2,500,000Ton생산설비)

공사내용 : 제강,  연주, 균열로, 압연,  물류, 수처리부분

                 (철근  3,0,000Ton     레미콘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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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ORTFOLIO / 사업분야소개 

동해항 석회석 저장시설

공사위치 : 강원도 동해시

공사목적 : 철강석 원료인 석회석 저장시설

공사내용 : 지하시설 1개소, 사일로(D=28m, H=50)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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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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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EXPERIENCE RECORDS / 주요시공실적

철도 및 지하철 분야

발주처
원도급자

공사명
공사금액(단위:천원)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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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 대우,대호

경부고속철도 제4-3공구 시점부 토공사 3,855,618  

1995.05-1996.09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한국중공업㈜

경부고속철도 제5-1공구 전기설비중토공사 1,229,900 

1998.09-1999.08

철도청 

삼성중공업㈜

철도청 분당선3공구선릉정차장 13,251,000 

1997.06-2003.06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 대우,쌍용

경부고속철도 제8-1공구 태화고가차도공사 5,354,700 

1998.05-2000.1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한진건설,임광토건

경부고속철도 제6-1공구 전기설비공사중구조물공사 476,927 

1999.03-2000.1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 대우,SK건설

경부고속철도 제8-2공구 교량구조물공사(1공구-1차) 7,596,599 

1999.03-2002.04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풍림산업

경부고속철도 제7-3공구,제2-1공구 전기설비공사중구조물공사 434,384 

2000.10-2001.12

철도청 

㈜대우건설

영동선 마차리-상정간 수해복구 오십천 7교량 본복구공사 7,648,790 

2003.01-2004.01

철도청 

㈜대우건설

영동선 마차리-상정간 수해복구 옹벽구간 구조물공사 9,279,380 

2003.02-2003.11

서울지하철공사 

㈜대우건설

서울 지하철 9호선 903공구 22,161,700 

2004.07-2009.02

서울지하철공사 

㈜대우건설

서울 지하철 9호선 911공구 35,236,300 

2002.09-2009.06

철도청 

㈜대우건설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공사/하천직각공 218,611 

2002.10-2004.02

철도청 

㈜대우건설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건설공사 28,694,160 

2004.11-2012.12

철도청 

㈜대우건설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3공구 (상갈-영통)노반신설공사 29,475,600 

2005.06-2012.03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우건설

중앙선 전동차 사무소 건설공사 27,022,160 

2007.12-2012.07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우건설

경부고속철도 제10-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6,116,200 

2009.07-2012.04

㈜우이트랜스 

㈜대우건선

우이신설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공사 12,063,700 

2010.02-2012.03

전라선철도㈜ 

남광토건㈜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491,280 

2010.12-2011.09

도시기반시설본부 

㈜대우건설

서울지하철 922공구현장 토공 및 구조물공사(2공구) 6,793,135 

2011.05-2012.07

경기철도 주식회사 

두산건설㈜

신분당선 연장5공구/ 신분당선 연장5-3공구 토공 및 구조물공사 3,303,850 

2011.06-2014.12

경기철도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9,430,761 

2011.07-2014.12

롯데물산㈜ 

롯데건설㈜

2호선 지하광장 개발사업 중 토공및구조물 18,051,000 

2011.10-2013.09

롯데물산㈜ 

롯데건설㈜

잠실길 지하차도 조성사업 가시설 및 구조물공사 20,390,700 

2012.10-2013.12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산업개발㈜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4공구 터널공사(4-2공구) 42,728,400 

2012.12-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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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EXPERIENCE RECORDS / 주요시공실적

도로 및 교량 분야

발주처
원도급자

공사명
공사금액(단위:천원)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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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대우,대산건설

천안 두정육교 개량공사 토공사 1,856,251 

1996.05-1996.07

천안시 

㈜대우,흥진건설

천안 동서대로개설공사 97 배수및교량구조물공사 3,770,407 

1997.03-1997.12

천안-논산고속도로㈜ 

성내중건㈜

천안-논산간고속도로개설 부지조성공 663,152 

1997.10-1998.01

천안-논산고속도로㈜ 

㈜대 우

천안-논산간고속도로개설 제3공구 827,200 

1998.07-1999.01

한국도로공사 

㈜대우,㈜우방

대구-포항간 고속도로2공구 토공 및 배수공사(4공구-1차) 15,327,620 

1999.06-2000.01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대우,엘지건설㈜

천안-논산간고속도로개설 제1공구 6,168,041 

1999.09-2002.12

한국도로공사 

㈜대우,㈜우방

대구-포항간 고속도로2공구 토공 및 배수공사(4공구-2차) 9,900,880 

2000.01-2001.04

김해시 

㈜대우건설

김해시 관내국도대체 우회도로 농소-불암 건설공사 7,229,090 

2001.08-2005.02

강릉시 

㈜대우건

강릉 남산교 가설공사 토공 및 구조물공사 372,900 

2002.11-2003.07

강원랜드㈜

㈜대우건설

사북-옹구간 진입도로 공사 3,260,510 

2003.05-2005.07

경상남도 

㈜대우건설

거가대교접속도로 장승포-장목 4차로 확장,포장 공사 22,491,635 

2004.05-2010.12

인천광역시 

㈜대우건설

송도해안도로확장공사 3,846,700 

2007.05-2009.05

부산지방국도관리청 

한라건설㈜

진주시국도확장공사 20,867,600 

2005.03-2010.03

천안시 

㈜대우건설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북부대로 개설)공사 30,965,000 

2006.03-2010.05

부산지방국도관리청 

㈜대우건설

신령-고노외 1개구간(영천삼창) 국도건설공사 11,470,800 

2006.08-2011.12

한국도로공사 

에스케이건설㈜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제12공구) 16,023,700 

2009.09-2011.06

지케이해상도로㈜ 

㈜대우건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4,743,970 

2009.03-2011.03

한국도로공사 

㈜대우건설

고속국도 60호선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3,703,900 

2009.06-2012.04

한국도로공사 

롯데건설㈜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안동간 건설공사(제5공구) 32,722,800 

2011.03-2015.11

두산산업개발㈜ 

롯데건설㈜

강남순환도로6공구 중 토공 및 터널공사 20,368,920 

2011.07-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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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EXPERIENCE RECORDS / 주요시공실적

플랜트 및 수중공사 분야

발주처
원도급자

공사명
공사금액(단위:천원)

공사기간

발주처
원도급자

공사명
공사금액(단위:천원)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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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삼주건설㈜

포항하수처리장건설(5차)탈수기동 기초공사 4,861,000 

1996.07-1997.05

한국지역난방공사 

㈜케너텍

대구우드칩신재생에너지 건축마감공사 1,529,000 

2008.09-2009.02

동부제철㈜ 

동부제철㈜

열연공장 연주 및 Mould Shop 바닥보수공사 643,500 

2009.04-2009.05

동부제철㈜ 

동부제철㈜

열연공장 부두 진입로 포장공사 418,000 

2009.04-2009.06

동부제강㈜ 

동부건설㈜

동부제강 아산만열연공장중 연주기계기초및건물기초공사 47,947,000 

2008.02-2009.08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우드칩 열원설비동 외부 마감공사 298,100 

2009.07-2009.09

동부제철㈜ 

동부제철㈜

열연공장 공장도로 포장공사 및 제강부자재 Yard 바닥공사 4,785,000 

2009.06-2009.11

대한통운㈜ 

㈜대우건설

동해항 석회석 저장 및 출하설비 물류시설 사일로 및 부대토목공사 12,085,700 

2011.12-2012.12

청학산업㈜ 

㈜대우건설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신축공사 토목흙막이 및 지정공사 4,538,409 

2012.11-2013.06

계명대학교 

㈜대우건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흙막이공사 및 연결통로공사 23,192,134 

2012.12-2015.04

인천시 

㈜태흥개발

청라도매립현장 사석운반 253,253 

1997.07-1997.12

조달청(인천지방방해양청)

㈜대우

인천북항 준설토 투기장 축조 공사/상부철근콘크리트공사 1,980,090 

1999.08-2000.12

농업기반공사 

㈜대우건설

시화지구(대송단지)1공구 간척농지조성공사 14,504,600 

2001.11-2006.12

㈜대우건설 

㈜대우건설

오비-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3,794,780 

2005.08-2008.06

동부제철㈜ 

동부제철㈜

열연공장 원료야드 바닥 포장공사 803,000 

2010.06-2010.09

국방시설본부 

대림산업㈜

백령도시설공사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10,255,300 

2011.03-2011.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우건설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제1공구) 42,584,300 

2009.11-2012.06

LH공사 

㈜대우건설

특수전 사령부/제3공구 특전여단 이전사업 시설공사 18,537,200 

2011.01-2013.04

동부제철㈜ 

동부제철㈜

고대항만 배후부지 잔여공사 16,516,500 

2012.05-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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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에이스건업은 

꾸준한 열정과 의욕으로 고객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달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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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AEHONGACE.CO.KR

DAEHONG ACE CONSTRUTION CO., LTD.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5 대광빌딩403호 (주)대홍에이스건업

TEL 02-516-2772  FAX  02-516-4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