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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 아파트의 새이름 ‘하우스토리’는 합리적인 설계로 이루어진 
21세기형 고품격 아파트라는 의미를 황금분할 비례로 시각적인 안정감을 
부여했으며 화려한 장식을 자제하고 절제된 선을 사용함으로써 모던스타일에 
부합하는 세련된 아파트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현대적이고 짜임새있는 사각형의 구조와 아방가르드 서체의 영문로고의 
조합은 선진화와 신개념 주거공간 창조를 지향하는 전문기업으로서의 의미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으로 설계된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 
Corporate Color인 Dark Blue를 브랜드의 칼라에 적용하여 기업이미지와의 
연계성을 부여하여 남광토건의 대표 브랜드로서의 자신감을 표현하였다. 
이는 고객에게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의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설 역사와 함께한 남광토건의 코퍼레이트 마크는 
이니셜 ‘N’을 기본 모티브로 부드러운 선의 사각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는 건설사로서의 안정성과 자연친화적인 친근한 기업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기존의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이고 딱딱한 이미지에서 
유연성을 가진 기업으로의 무한한 힘과 고객지향의 기업문화를 반영하였다. 
또한 이니셜‘N’은 우뚝 솟은 산의 형상을 통하여 초일류기업으로서 
제2도약을 표현하였다.
Corporate Color 인 Dark Blue는 진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위상을 담고 있으며 주변색과의 조화로운 칼라배색을 통하여 
고객과 교류하고 화합하는 ‘남광토건 B to B 시스템’을 상징화하였으며 
빈틈없는 시공사로서의 선진화와 신개념 주거환경을 창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건 설 의 
새 역사를
개척하다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를 함께 써왔다는 책임감으로
지난 70년간 변함없이 지켜왔던 불굴의 건설혼으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건설의 위대한 역사,
남광토건이 한발 앞서 새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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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막히면 길을 뚫었습니다. 다리가 없으면 다리를 놓았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서로 닿기 어려운 세상을 연결하는데 앞장서온 기업.

남광토건의 70년 기술력이 세상과 세상을 보다 가까이 잇고 있습니다.

세 상 과
세 상 을
이어주다

PIONEER SINCE 1947
NAMKWANG

동호대교(복합교량) 1985. 2. 개통 / L=1,095m, B=35m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섣불리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 기술력으로 각종 난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기업.

남광토건은 대한민국 건설의 한계를 넘어 풍요로운 삶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건 설 의
한 계 를
뛰어넘다

PIONEER SINCE 1947
NAMKWANG

지하철 5호선(최초 한강하저터널) 1996. 2. 준공 / L=1,070m, B=12.64m



가족의 사랑이 자라는 공간입니다. 이웃 간의 정이 커지는 공간입니다.

평면, 조경, 마감재에 이르기까지 늘 한발 앞서 대한민국의 주거문화를 리드해온 기업.

남광토건은 인간의 삶에 행복이 더해지는 주거공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공 간 에
행 복 을
더 하 다

PIONEER SINCE 1947
NAMKWANG

부산 서면 하우스토리 2007. 7. 준공 / 84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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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건설해온 남광토건의 저력으로
세계를 선도할 건설 리더가 되겠습니다

남광토건 대표이사 임 민 규

1947년 부산에서 창업해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를 개척해온 남광토건이 이제, 세계 건설의 역사를 
선도할  글로벌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해 제2의 도약을 선언합니다.

남광토건 70여년 역사는 단지 한 기업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대한민국 건설업의 
역사였습니다. 신주거문화를 제시해온 주택사업에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이르기까지 
남광토건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서 달려왔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의 한강
하저터널 ‘지하철 5호선 구간’, 대한민국의 대동맥 ‘경부·영동·호남·중앙 등 각종 고속도로’, 북한까지 
이어질 ‘경의선 복선전철’, 첨단 기술력이 필요한 복합교량 ‘동호대교’ 등 토목사업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절대강자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또한, 앞선 기술력과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필리핀·앙골라·UAE·베트남에 
이르기까지 건축·도로·댐·항만 등 해외 건설사업에도 적극 진출해 대한민국 건설의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창조적인 발상, 끊임없는 도전, 한계를 모르는 기업정신으로 달려온 남광토건은 이제 ‘2030 10 건설사’
라는 비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업영역의 확장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익성 있는 
사업 확보, 절대원가 경쟁력을 통한 수익 창출,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통한 창의적 성과 도출 등의 
경영방침을 실현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무대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력과 노하우에서 이미 월드 베스트 클래스에 도달한 남광토건의 도약을 지켜봐 주십시오. 빠르게 
변화하는 건설시장과 다양해지는 고객들의 니즈를 만족시켜 기대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글로벌 건설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IONEER 1947 NAMKWANG



BUSINESS
AREAS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나아가는 기업, 남광토건의 사전에 안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남광토건은 더 나은 미래를 하루라도 앞당겨 인류의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건축·토목·환경·해외사업 등 모든 건설 분야에서 글로벌 건설명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 역사를 개척하는 기업,
남광토건이 인류의 미래를 앞당깁니다

16 - 21  도로·교량·터널
22 - 25  철도·지하철

CIVIL 
WORKS

28 - 31  공동주택
32 - 33  상업·업무시설
34         스포츠레저·관광·숙박시설
35         의료·교육·공공시설

HOUSINGS·
ARCHITECTURAL WORKS

38          산업시설
39          환경시설

PLANTS·
ENVIRONMENTAL WORKS

42 - 44  해외사업
45          대북사업

OVERSEAS BUSINESS·
NORTH KOREA BUSINESS



국내 최초의 한강하저터널인 지하철 5호선 구간, 경부·영동·호남·중앙 등
대한민국의 대동맥인 고속도로, 통일의 염원이 담긴 경의선 복선전철에 이르기까지

토목사업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토목의 큰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남광토건만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토목사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CIVI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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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➌

➍

➏

➎

➊ 중앙고속도로(영주~제천) 2001. 12
➋ 무안IC(2007. 12)
➌ 당진~대전 고속도로(2009. 11)
➍ 서안산IC(2001. 8)
➎ 대구~포항 고속도로 1공구(2006. 10)
➏ 송도국제도시 진입로(2011. 1)

Roads·Bridges·Tunnels
도로 · 교량 · 터널

CIVIL 
WORK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18 19PIONEER 1947 NAMKWANG➊

➋

➍ ➎

➌

➊ 한남대교 확장(2005. 11  /  4→5차로 확장 /  L=3.5Km)
➋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1994. 12 / L=12.7Km)
➌ 서해안고속도로(군산~무안) (2001. 12 / 12.74Km)
➍ 영주~봉화도로(2005. 12 / L=1Km)
➎ 수원역~호매실도로(2009. 9 / L=3.8Km)

Roads·Bridges·Tunnels
도로 · 교량 · 터널

CIVIL 
WORK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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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➍

➎

➊ 강변북로 1, 2공구(2004. 4 / 도로 : L=667m, 
     교량 : L=212m, 연결램프 : L=2,623m)
➋ 부산동서고가로(1992)
➌ 사당교차로 고가차도(1997. 5)➍ 
서부간선도로(1991)
➎ 남산3호터널(1978. 3 / L=1,280m)

Roads·Bridges·Tunnels
도로 · 교량 · 터널

CIVIL 
WORK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➊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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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➍

➎

➋

➊ 경원선 개량공사(2002. 7 / L=800m, 복선)
➋ 호남 복선화(2001. 12 / L=11.7Km)
➌ 진주-광양 복선화 제 2공구 
     (2015.12 / 철도노반 L=8.44km)
➍ 경의선 복선전철 제 3공구 
     (2017.06 / 철조노반 L=13.998km)
➎ 경부고속철도(2003. 3)

Railways·Metros
철도 · 지하철

CIVIL 
WORK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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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➍

➋

➊ 서울 지하철 6호선(2002. 12 / L=3.42Km)
➋ 서울 지하철 5호선(1996. 2 / L=1.07Km)
➌ 서울 지하철 8호선(1996. 12)
➍ 대전지하철(2005. 3 / L=1.38Km)

Railways·Metros
철도 · 지하철

CIVIL 
WORK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광진 하우스토리

행복한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주거공간, 비즈니스에 날개를 달아주는 첨단 오피스, 특별한 휴식을
선사해주는 최고급 호텔과 콘도미니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시설과 우리의 소중한 역사 문화재에

이르기까지 남광토건의 손길이 닿으면 건축물도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건축물을 넘어 작품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건설의 새 기준을 만듭니다

HOUSINGS·ARCHITECTUR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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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➏ ➐

➍

➎

➋

➊ 광진 하우스토리(2008. 9 / 고급주상복합 82세대)
➋ 용인동백 하우스토리(2007. 11 / 타운하우스 134세대)
➌ 수원 권선1,2차 하우스토리(2007. 12 / APT 381세대)
➍ 남구미 하우스토리(2008. 9 / APT 302세대)
➎ 인천계양1차 하우스토리(2009. 11 / APT 257세대)
➏ 동창원IC 하우스토리(2008. 9 / APT 325세대)
➐ 남양주진접 하우스토리(2010. 1 / APT 639세대)

Residential Buildings
공동주택

HOUSINGS·
ARCHITECTURAL 
WORK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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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➏

➋

➊ 신도림 플래티넘(2006. 11 / APT 155세대, 
     아파텔 64실)
➋ 서초동 플래티넘(2006. 2 / 오피스텔 147실)
➌ 포항양덕 하우스토리(2009. 6 / APT 375세대)
➍ 동대문전농 하우스토리(2007. 12 / APT 60세대)
➎ 수원영통 하우스토리(2008. 6 / APT 98세대)
➏ 대전문화 하우스토리(2007. 6 / APT 474세대)

➍

➎

Residential Buildings
공동주택

HOUSINGS·
ARCHITECTURAL 
WORK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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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➏

➍

➋

Commercial  • Office Buildings
상업 · 업무시설

HOUSINGS·
ARCHITECTURAL 
WORK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➊ 한국증권거래소(1996. 6 / 지하 6층~지상 21층)
➋ 한국전력 강릉지사(1990. 9 / 대지 15,557㎡, 
     연면적 8,020㎡)
➌ 강남 도곡동 금화빌딩(1998 / 지하 7층~지상 20층)
➍ 울산홈플러스(2003. 7)
➎ 성남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2006. 8)
➏ 문래동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2005. 12)

➌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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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창경궁복원

➊

➌

➋
➋

Hospitals  •  Educational Buildings
의료 · 교육시설 

Public Buildings
공공시설

Sports  •  Leisure  •  Accommodations
스포츠레저 · 관광 · 숙박시설

HOUSINGS·
ARCHITECTURAL 
WORK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➊ 안성 컨트리클럽(1992. 4 / 27홀, 부지 : 19.17만㎡)
➋ 코타타워콘도(1985 / 위치 : 충주호, 부지 : 14.86만㎡, 객실 : 270실)
➌ 잠실 롯데월드(1989. 7 / 연면적 : 58.17만㎡)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산업시설, 청정한 자연을 누리기 위한 에너지·환경보존사업,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은 철구조물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가치, 환경의 가치,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남광토건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PLANTS·ENVIRONMENT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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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➋

➋

➊

➌

Environmental Facilites
환경시설

Industrial Facilities
산업시설

PLANTS·
ENVIRONMENTAL 
WORK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➊ S-Oil 유틸리티시설  
➋ S-Oil 온산공장

➊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➋ 군위 태양광발전소  
➌ 대현산 배수지  



인터컨티넨탈호텔(앙골라) 2011. 12 준공 / 3.98억불

70년대 초반 필리핀 진출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는 해외사업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개성종합지원센터 등 남과 북을 이어줄 대북사업을 통해 남광토건의 우월한 기술력을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전파해 대한민국의 건설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건설 영토를 넓혀갑니다

OVERSEAS BUSINESS·
NORTH KOREA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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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➋

Overseas Business
해외사업

OVERSEAS 
BUSINESS·
NORTH KOREA 
BUSINES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➊ 코타바토항만(필리핀) 1980. 4 / 1.5천 만불
➋ 뉴 이포댐(필리핀) 1983. 12 / 2.35천 만불
➌ 쥬베일 해수로(사우디아라비아) 1956. 8 / 3.84천 만불
➍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공사 2공구(베트남) 
     2016. 6 / 10.4천 만불
➎ 옌바이 까오까이 철도 개량공사 2공구(베트남)
     2015. 8 / 4.9천 만불
➏ 마리스댐(필리핀) 1982. 8 / 976만불

➍

➊

➎ 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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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North Korea Business
대북사업

➊

➌➋

➍ ➏

개성공단 현지법인 

‘남광엔케이’
철골을 생산하는 현지법인으로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대북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된 
‘남광엔케이’는 남광토건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북한이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남광엔케이’는 개성공단 입주예정 기업의 건축공사에 

철골을 제작·설치했으며 향후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북사업 전담 법인입니다.

Overseas Business
해외사업

OVERSEAS 
BUSINESS·
NORTH KOREA 
BUSINES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➊ 개성 종합지원센터
➋ 개성 철골공장(제작과정)

➊ 앙골라 컨벤션센터(앙골라)
➋ 보트라콘 직업훈련원(사우디아라비아)
➌ 아부다비 C-13타워(아랍에미리트)
➍ 인터컨티넨탈호텔(앙골라)
➎ R&P빌딩(앙골라) 2010. 12 / 2.83천 만불
➏ 섬유플랜트2공장(앙골라)
➐ 아랍경찰연수원(사우디아라비아)

➎ ➐

➋ ➋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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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만을 위해 달려온 70년, 남광토건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입니다.
큰 칭찬을 받으며 달려온 70년, 남광토건의 건축물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남광토건이 달리면
역사가 됩니다
남광토건이 만들면
자랑이 됩니다

1947. 

1954.

1964.

1966.

1968. 

1974.

1975.

1976.

1982 . 

1983.

1985.

1986.

1992.

1995.

1996.

1997.

1999.

2001.

2003.

2005.

2006.

2008.

2013.

2016.

2017.

설립 / 상호 남광토건사
부산시 중앙동 4가 28번지 법인 등록
서울 중구 수표동 56-1로 본사 이전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No. 536)
일반공사업(도로 포장) 면허 취득(No. 37)
필리핀 진출 / 마닐라 북부도로 착공
배정일 사장 동탑산업훈장 수상
요르단 진출 / 암만 상수도 착공
사우디 진출 / 카이바 도로 착공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 상장
이라크 진출 / 키르쿡-하디다간 철도 착공
해외건설 10억불탑 수상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록(No. 63)
동호대교 건설관련 대통령상(산업포상) 수상
진성섭 사장 지하철 건설 관련 대통령상 수상
호남고속도로 건설 관련 국무총리상 수상
이영선 사장 부산도시고속도로 건설 관련 대통령상 수상
부산지사 설립
대구-춘천간 고속도로 준공
국내최초, 한강하저터널 준공
제23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 
분임조 개선사례 부문
중앙고속도로 안동-영주간 제6공구 준공 관련 
철탑산업훈장 및 국무총리상 수상
웅포대교 준공 관련 산업포상 및 대통령상 수상
한국통신 우수시공업체 선정 / 사상 통신구
한국도로공사 환경관리 우수현장 선정 / 
영천-제천 10공구 / 서울지하철 6-8공구 준공 
관련 대통령 표창 및 서울시장상 수상
서울시 우수건설업체 지정 / 수자원 시설 분야
앙골라 진출 / 컨벤션센터 착공
중앙광고대상 최우수상 수상 / 광진 하우스토리
건설의 날 대통령상 수상
LH공모형PF사업(알파돔시티) 착공
성남-여주 복선전철 준공
창립 70주년
건설3사(남광토건, 극동건설, 금광기업) 그룹비젼 선포

HISTORY ACHIEVEMENTS
1982. 

1985. 

1986. 

1992. 

1995. 

1997. 

1998. 

1999. 

2001.  

 

2003. 

 

 

2005. 

 

2006. 

 

2007. 

 

 

 

 

 

 

 

 

 

 

 

2008. 

 

 

 

2010.

2013.

2015.

2017.

2018.

2019.

해외건설 10억불탑
대통령상(산업포상) / 동호대교 건설 공로
국무총리상 / 호남고속도로 건설 공로
대통령상 / 부산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 공로
ISO9001 인증 획득
안전보건관리 초일류기업 인증(노동부)
제23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한국도로공사 안전관리 부문 우수현장 선정
ISO14001 인증 획득
Y2K 인증 획득
철탑산업훈장 및 국무총리상 / 중앙고속도로 건설 공로
대통령상(산업포상) / 웅포대교 준공 공로
‘1999년 소비자 주권대상’ 아파트 부문 대상
한국통신 우수시공업체 선정(사상 통신구 현장)
한국도로공사 환경관리 우수현장 선정 / 영주-제천 10공구
서울시장상 / 서울지하철 6호선 준공 공로 
대통령 표창 / 서울지하철 6호선 준공 공로
노동부장관 표창 / 보라리 쌍용스윗닷홈 현장 안전관리 공로
‘02 품질관리 우수현장 선정 / 대구-포항 1공구
대한전문건설협회 감사패
‘03 서울특별시 우수시공업체 선정 / 대현산 배수지
남광토건 신규 CI 및 아파트 브랜드 BI ‘하우스토리’ 선포 
앙골라 진출 / 컨벤션센터 착공
건설교통부장관상 / 추부-대전
중앙광고대상 최우수상 / 광진 하우스토리
한국철도도시공단 표창 / 장항선 1-2공구
산업안전경영대상
산재예방유공 노동부장관 표창 / 중앙선 11공구
창립 60주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처장 표창 / 경의선 4공구
한국경제 한경주거문화대상 웰빙아파트 대상
헤럴드경제 그린주거문화대상 남북건설협력 특별상
건설교통부장관상 / 토목건축 부문 이동철 대표
매일경제 제3회 토목·건축기술대상 / 토목기술인대상 이동철 대표
한국철도도시공단 이사장상 / 중앙선 11공구
주택공사 격려상 / 성남 도촌 주공아파트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 장항-군산
경기도시자 표창 / 수원 오목천 하우스토리
대통령포장 및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 무안-광주 1공구
대한주택공사 2008년 우수시공업체
건설의날 대통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수시공업체 선정(영암주공아파트)
국토교통부 표창 / 팔탄북부우회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2015년 우수시공업체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품질대상 장려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 2018년 우수시공업체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년 고객품질대상 우수상 수상

HISTORY & ACHIEVEMENTS

[인증현황 : ISO9001�인증 획득 / ISO14001�인증 획득 / Y2K�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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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봉화간 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중앙고속도로 영주-제천간 건설공사 (제10공구)
용두-상오안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웅포대교 건설공사
팽성-오성 도로건설공사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
성남판교 국지도 23호선 (성남시대로 1-1호선, 대왕판교로)확장공사
동호대교
한남대교
남산3호터널 
제천 박달재터널
무안IC
서안산IC
서부간선도로
수원역~호매실도로
사당교차로 고가차도
부산동서고가도로

Railways·Metros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210공구 건설공사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9공구 건설공사
진주~광양 복선화 제3공구
호남고속철도 제5-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경부고속철도 제10-3A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8공구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8공구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장항-군산간 철도연결 노반신설공사
경의선(용산~문산)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경의선(용산~문산)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경전선 복선전철 및 부산신항 배후철도 제2-1공구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11공구 노반신설공사
동해남부선(부산~울산)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 326공구 건설공사

CIVIL WORKS
Roads·Bridges·Tunnels
김포고속화도로(풍곡~운양) 건설공사(2공구)
송도국제도시 5.7공구 알앤디센터 진입도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지구외도로(광역B4)공사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고속국도 제12호선 무안-광주간 건설공사(제1공구)
강변도시고속도로 1-2공구 건설공사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무안간 건설공사 제14공구
중앙고속도로(대구-안동)4차로 확장공사 제3공구
대구-춘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3공구)
남항대교 건설공사 2공구
원주시관내 국도대채우회도로(봉산-장양)건설공사
정읍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삼산-금붕)건설공사
김포한강로(풍곡~운양) 건설공사(2공구)
팔탄북부우회도로(A)외1도로건설공사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공사 제2공구
중앙고속도로 안동-영주간 건설공사(제6공구)
서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건설공사
고속국도 제30호선 당진-대전간 건설공사(제9공구)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건설공사 제10공구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 제6공구
고속국도 제20호선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1공구
도촌지구~공단로간 도로개설공사
제2도시 고속도로 건설공사 (1공구)
강변북로연결도로 (천호대교-토평통) 건설공사
강변북로연결도로 (상암교차로-강변북로) 건설공사
강변북로 확장공사 제1공구
영주-감천간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한남대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원정-우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송강-백운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비안-봉양간 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연박-봉양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영동고속도로 신갈-원주간 4차선 확장공사 (제8공구)
영동고속도로 원주-강릉간 4차로 확장공사 (제7공구)

대전도시철도 1호선 7공구 토목공사
추부-대전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고속국도 제151호선 서천~공주간 건설공사 제5공구
장항선(온양온천~장항간) 제 3공구노반개량공사
장항선(온양온천~장항간) 제 1-2공구 노반개량공사
장항선(온양온천~장항간) 제 2-1공구 노반개량공사
지하철 6-8공구 및 신당 개보수 정거장 시설공사
지하철 6호선 6-8공구 건설공사
지하철 5호선 5-42공구 건설공사
경부고속철도 제9-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경원선 목수역 선형개량 노반신설공사
부산지하철 2호선 216공구 토목공사
진주~광양 복선화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호남복선(송정리-목포)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경춘선 복선전철 제7공구 건설공사
지하철 1호선 시청역사 시설개선 공사 등 13건

Dams·Harbors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하부공 축조공사 1공구
울산신항 북방파제(제2공구) 축조공사
인천신항 진입도로 및 호안축조공사(2공구)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
계마항 정비공사
장고항 건설공사
외포항 정비공사
도장항 건설공사
울산신항 북방파제(제1공구)축조공사
평택·당진항 양곡부두(2선석)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남화물양장 축조공사(1단계)
홍도항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

Land Developments
김포양촌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2공구)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3공구)

김포학운(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성공사 7공구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택지조성
부산항신항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제1공구)조성공사
광양항 서측배후단지(1공구) 조성공사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성공사 6공구

Water Resources·Agricultural Works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등 5건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새만금 배수지
낙동강(서부)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공사
낙동강 살리기 사업 22공구(달성, 고령지구)
금강살리기 강경지구(3공구)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제2권역)
일산신도시상수도공급사업제1공구시설공사
한강하류수원지 취수장이전공사5공구
신천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
한강취수 및 도수시설공사
낙동강하수종말처리장
한강종합개발사업  6공구
안산주거지역(2,3,5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괴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오수)
제주읍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설계시공(오수)
증평군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오수)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오수)
진천군 하수관거정비 입대형민자사업(BTL)(오수)

HOUSINGS· ARCHITECTURAL WORKS
Residential Buildings
신도림 플래티넘
서초동 플래티넘
동대문전농 하우스토리
수원영통 하우스토리
수원권선1,2차 하우스토리
대전덕명 하우스토리

주요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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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실적

인천계양1차 하우스토리
포항양덕 하우스토리
동창원IC 하우스토리
남구미 하우스토리
용인동백 하우스토리
광진 하우스토리
청주 사천동아파트
인천 계양아파트
보문시장 재건축아파트
안양동삼재건축아파트
인천청라아파트
속초재건축아파트
남양주진접 하우스토리
남양주별내 하우스토리
인천만수역지역주택조합
영암주공아파트
성남여수 B-1BL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선운지구 공공임대아파트 건립공사
화성동탄2 A66BL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의정부민락(2) B-BL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
화성향남 2A-5BL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공공임대리츠)김해진영 2B-5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성남도촌 A-1BL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자양동 아파트
진접장현리 아파트
용인보라지구1차 쌍용아파트신축공사

Commercial·Office Buildings
성남판교 근생시설(알파돔시티)
한국증권거래소 별관(전산센타) 증축공사
홈플러스 울산남구점 신축공사
홈플러스 의정부점 건설공사
한국전력 강릉지사
금화빌딩
성남 지식산업센터
문래동 지식산업센터
슬레드 시험실 건설공사

방공기지 주택공사
샤프와 급수폐수 및 우수처리
시하트 하수도 공사
아람코 주택공사
아랍 경찰연수원 건설공사
알-카프지 하수처리 및 우수처리공사
알-카프지 가정선 연결 공사
알뮬리흐 - 샤즈와 도로공사
알하사 하수도 공사
얀부 하수처리장 공사
얀부공단상수도 및 전선관로 공사
위생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쥬베일 공단내 BA지구 주거빌딩 2차 건설공사
쥬베일 지하사령부 및 함대 사령부
쥬베일 해수로 공사
쥬베일공업단지내 캠프 11지역 주택공사
타북 지하 사령부 굴착 공사
해태 츄잉껌 공장 건설공사

앙골라
국영석유공사 본사 철물공사
리서치 & 프로덕션 빌딩 신축공사
앙골라 엘엔지 탱크(플랜트)
엘엔지 탱크 사이트 토목공사
오피스,주거 및 공용시설 빌딩 신축공사(THREE TOWER)
인터콘티넨탈 호텔(건축)
컨벤션 센타 및 빌라 신축공사
타라토나 컨벤션 호텔(건축)
앙골라 섬유 플랜트 공장 2공구
(Rehabilitation of Textile Plant at Africa Textile)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알 림 아일랜드 C-13 프로젝트

요르단
암만 상수도공사

이라크

이락 철도공사

Sports·Leisure·Accommodations
잠실 롯데월드
코타타워콘도
안성 컨트리클럽

Hospitals•Educational Buildings
강원대캠퍼스

Public Buildings
KTX평창역사 신축공사
창경궁 복원

PLANTS·ENVIRONMENTAL WORKS
Industrial Facilities    
S-Oil 온산공장
S-Oil 유틸리티 공장

Environmental Facilites
군위 태양광발전소
대현산 배수지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OVERSEAS BUSINESS·
NORTH KOREA BUSINESS
Overseas Business

사우디

담맘 공단 조성공사
담맘 사회보험성 청사 빌딩
담맘공단 3차 개발공사
리야드 법원성 지역개발 1단계 공사
리야드 우수처리공사
리야드 직업훈련학교 및 부대시설
리야드 하수처리 공사
리야드 하수처리 및 가정선 연결 공사
메카 상수도 유지보수 공사

루완다
루완다스타디움　

적도기니
몽고모 리더스클럽 프로젝트

베트남
옌벤 라오까이 철도 개량공사 2공구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공사 10공구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공사 2공구

필리핀
뉴 이포 댐공사
마닐라 북부도로 1.2.3 공구
마닐라 상수도 도수관공사
마닐라-레가스피간 철교보수공사
마리스 댐공사
오롱가포-부갈론 3공구
오롱가포-부갈론 도로 2공구
코타바토 항만 진입도로 공사
코타바토 항만공사
탈락-링가엔 공사

North Korea Business
개성 철골공장
개성 종합지원센터



대한민국 건설의 위대한 역사 

흘러간 과거를 음미하기 보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잘 닦인 길을 찾아다니기 보다 없는 길도 만들며 나아가겠습니다. 

70년 기술력과 노하우로 대한민국 건설사를 개척하는 기업

 남광토건에게 맡겨주십시오

SINCE 1947 SINCE 1947 SINCE 1957

VISION

2030
10大 건설사

사업영역의 확장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익성 있는 사업 확보,

절대원가 경쟁력을 통한 수익 창출,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통한 창의적 성과 도출의

경영방침을 실현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 10대 건설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영역의
확장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익성 강화

절대원가
경쟁력 확보

건전한
토론문화

200년 건설전문그룹의 목표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 10大 건설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