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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저희 진영도시개발은 오직 한길만을 고집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건설인으로 사업을 하는 동안 수많은 유혹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으
며 건설만을 하겠다는 외고집으로 인하여 고비도 몇 번 있었습니다
.
그러나 등산을 할때 고통을 느끼면서 산에 오르면 정상에서의 성취
감과 내려 올때 해냈다는 뿌듯함이 하루의 일상을 즐겁게 하듯이
저희 임직원 일동은 항상 고객을 위해서라면 고통쯤은 얼마든지 느
끼고 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내 집 짓듯이 최고의 품질, 최선의
품질, 최상의 품질만을 고집하며 항상 정상만을 쳐다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고객은 사장이요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최고
의 오너라는 생각을 경영철학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항상 배운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기술은 최대한 빨리 습득
하고 개발하여 고객께 돌려주고 경영 혁신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하
여 모든 이익을 고객께 환원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초일류
기업문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신 영 균



여수 엑스포 "스카이타워" 리모델링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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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비계공사, 해체공사 등

○ 회사개요

> 건축/토묵 구조물 해체

> 주택/상가 철거

> 리모델링,인테리어 철거 등

> 석면 철거

회 사 소 개

○ 사업영역



공사 실적현황

 공사명  공사기간  원도급자  안전사고

 세운상가 이전 리모델링 중 철거  2008.08.11 ~ 2008.12.31  대림산업㈜  무사고

 현대 삼호중공업 덕트관 철거  2008.11.01 ~ 2009.02.15  한라건설㈜  무사고

 은평 이마트 리모델링 중 철거  2009.06.08 ~ 2009.09.30  신세계건설㈜  무사고

 해운대 아이파크 신축현장 가시설 철거  2009.08.01 ~ 2009.08.31  현대산업개발  무사고

 역삼동 해안빌딩 철거  2009.08.10 ~ 2009.09.15  해인건축사무소  무사고

 종로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  2009.09.06 ~ 2009.09.30  동인종합건설㈜  무사고

 신세계백화점 증축공사 중 철거  2009.09.07 ~ 2010.10.20  신세계건설㈜  무사고

 울산대학교 화학관 리모델링 중 철거  2009.12.15 ~ 2010.01.30  현대엠코㈜  무사고

 KT노원지사 증축공사 중 철거  2009.12.15 ~ 2010.02.06  대림산업㈜  무사고

 고양터미널 모델하우스 철거  2010.03.14 ~ 2010.05.22  현대엠코㈜  무사고

 송도 포스코 센트로드 구조변경공사  2010.06.01 ~ 2011.04.05  포스코건설㈜  무사고

 삼성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  2010.08.27 ~ 2010.12.31  삼성에버랜드㈜  무사고

 코코프라자 신축공사 중 구조변경공사  2010.12.09 ~ 2011.02.28  코코개발㈜  무사고

 충정로 E/V 확장공사  2011.02.12 ~ 2011.02.15  대우건설㈜  무사고

 남양주시 주택 철거 공사  2011.04.13 ~ 2011.04.15  개인(수의계약)  무사고

 송파구 마천동 주택 철거 공사  2011.04.21 ~ 2011.04.25  개인(수의계약)  무사고

 롯데호텔 구조보강 공사중 철거  2011.05.16 ~ 2011.05.31  성암건설㈜  무사고

 여수 세계박람회 스카이타워 신축공사 중 철거  2011.06.15 ~ 2011.08.15  ㈜신영그리시스  무사고

 화성 롤링힐스호텔 주차장 램프 철거  2011.08.04 ~ 2011.08.06 현대엠코 무사고

 천호동 워커힐호텔 구조보강 공사중 철거  2011.09.05 ~ 2011.09.10  성암건설㈜  무사고

 이태원 해밀톤관광 호텔 부속건물 철거  2011.09.17 ~ 2011.09.19  해밀톤호텔㈜  무사고

 서울아산병원 제2연구동 리모델링 철거 2011.09.29 ~ 2011.10.30  현대산업개발 무사고

 울산 현대자동차차 기숙사동 굴뚝 철거 2011.11.13 ~ 2011.11.25  현대엠코 무사고

 서울아산병원 기숙사동 지하 연결통로 철거 2011.12.01 ~ 2011.12.30  현대산업개발 무사고

 창원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타 리모델링 철거 2011.11.10 ~ 2012.01.15  현대엠코 무사고

 서울아산병원 제1연구동 리모델링 철거 2012.02.28 ~ 2012.14.21  현대산업개발 무사고



주요실적 KT노원지사 증축 공사중 철거공사

○ 발주처(원도급) : 대림산업
○ 공사기간 :  2009.12 ~ 2010.02
○ 현장특징 : 상업,주거 중심가
  ㆍKT건물 특성상 통신 선로 문제 요인
○ 공사내용 :
  ㆍ골조 및 내외부 철거
○ 주요공법 :
  ㆍ상부 콘크리트 절단 및 인양 철거
  ㆍ중하부 대형굴삭기 압쇄 철거
  ㆍ발생 진동 최소화 시공

△ 강관비계 설치 / 외벽 마감 철거 △ 굴삭기 압쇄기 결속하여 철거

△ 진동 최소화 작업 (부분 크랴샤) △ 콘크리트 및 고철 분류 작업



삼성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

○ 발주처(원도급) : 삼성에버랜드
○ 공사기간 :  2010.08 ~ 2010.12
○ 현장특징 : 주택 밀집 지역 (서초동)
  ㆍ공사 소음 민감, 주말 공사 제한
○ 공사내용 :
  ㆍ골조 및 내외부 철거
○ 주요공법 :
  ㆍ소형굴삭기 유압압쇄 이용 내부 철거
  ㆍ미니로더로 폐기물 소운반
  ㆍ특수 제작 버켓으로 폐기물 하역

주요실적

△ 내부 마감재 철거 (전) △ 내부 마감 및 골조 철거 (후)

△ 미니로더 이용 폐기물 소운반 △ 특수 제작 버켓으로 폐기물 하역 작업



신세계백화점 증축 공사 중 철거공사주요실적

○ 발주처(원도급) : 신세계건설   /    ○ 공사기간 :  2009.09 ~ 2010.10
○ 현장특징 : 인천종합터미널 건물
  ㆍ백화점 정상 영업 - 소음 및 민원 최소화하여 주,야간 공사 진행
○ 공사내용 :ㆍ골조 및 내부 철거 / 부분 재시공
○ 주요공법 :ㆍ바닥 콘크리트 절단 및 인양 철거 / ㆍ철골조 산소절단 및 양중
                   ㆍ리모델링 신축 공정와 동시 작업

△ 백화점 옥상 VOID 철거 - 내부와 연결되어 공사 전구간 가설칸막이 설치

바닥 절단 및 인양 ▷



주요실적 송도 센트로드 신축공사 중 구조공사

○ 발주처(원도급) : 포스코건설   /    ○ 공사기간 :  2010.10 ~ 2011.03
○ 공사내용 :ㆍ골조 및 내부 철거 / 부분 재시공
○ 현장특징 : 근로자 숙식 어려움
  ㆍ구조 관련 부분 철거로 인한 물량대비 투입 횟수가 많음
○ 주요공법 :ㆍ다이아몬드와이어쏘(DWS) 콘크리트 절단 및 인양 철거
                   ㆍ파트너 및 핸드브레이커 이용한 각종 부분 철거
                   ㆍ소형굴삭기 압쇄기 결속하여 골조 철거

△ 바닥 개구부 형성 철거 - 파트너 장비 및 철거기술공 투입하여 시공

△ 옹벽 부분 철거 - DWS 장비로 가절단 후 소형굴삭기 압쇄기 장착하여 시공



주요실적 여수엑스포 스카이타워 신축공사 중 철거

엑시포 랜드마크 "스카이타워"
리모델링

○ 발주처(원도급) : 신영그리시스   /    ○ 공사기간 :  2011.06 ~ 2011.08
○ 공사내용 :ㆍ외벽 부분 철거
○ 현장특징 : KBS 체험 삶의 현장 방송 촬영 협조
○ 주요공법 :ㆍ다이아몬드와이어쏘(DWS) 콘크리트 절단 및 인양 철거
                   ㆍ소형굴삭기 압쇄기 결속하여 골조 철거

△ 외벽 콘크리트 DWS절단 후 크레인 인양 작업



주요실적 서울아산병원 제2연구동 리모델링

○ 발주처(원도급) : 현대산업개발   /    ○ 공사기간 :  2011.09 ~ 2011.10
○ 공사내용 :ㆍ6~9층 내,외부 리모델링 철거
○ 현장특징 :ㆍ엘리베이터 1대 운영으로 타공정와 함께 작업함으로
                      폐기물 소운반 및 공정 진행 속도 저하됨.
○ 주요공법 :ㆍ산소절단 및 핸드브레이커 이용한 각종 부분 철거
                   ㆍ철거공 및 일반공 인력 대량 투입
                   ㆍ

△ 인력으로 내부 마감재 철거

△ 핸드브레이커로 바닥 무근 철거



주요실적 창원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타 리모델링

○ 발주처(원도급) : 현대엠코   /    ○ 공사기간 :  2011.11 ~ 2012.01
○ 공사내용 :ㆍ비계설치 및 내,외부 부분철거
○ 현장특징 : ㆍ발주처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인한 공정 진행이 어려움이 많음
○ 주요공법 :ㆍ파트너 및 핸드브레이커 이용한 각종 부분 철거
                   ㆍ소형굴삭기 압쇄기 결속하여 골조 철거

△ 수벽 철거 전 미장면 할석 작업

△ 콘크리트 바닥 인력 깨기로 철거

△산소절단 및 크레인을 이용한 광고탑 철거



석면철거 석면 마감재 해체 및 철거 공사

석면 함유 조사 및 계획

폐기물 운송 및 처리 관
리

시공 및 안전 관리

[석면 철거 대상]

ㆍ건축물
-일반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M2 이상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

ㆍ설비
-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피복재,캐스킷,패킹,실링제,
  그밖에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 (명적의 합이 15M2 또는 부피의 합이 1M3 이상)
-파이프보온재 : 길이의 합이 80m 이상 (파이프의 지름과 무관하게 적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73-56
TEL.031-908-8848  FAX.031-907-8843
e-Mail : syg8848@naver.com
Homepage : http://www.jy-c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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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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