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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의이름만빼고모두바꿨습니다All New
54개의홈런을친타격자세를과감히버리고새로운폼을개발, 56개의아시아홈런기록을세운이승엽, 

그래픽PC업계의세계1위에안주하지않고휴 폰업계에진출, 

아이폰시리즈로스마트폰업계의최강자로우뚝선애플社의스티브잡스, 

그리고, 한민국건설업계의성공한중견기업임에도끈임없이혁신을추구하는ㄜ현진!

현실에안주한다면찬란한미래는열리지않습니다. 

현진의새로운도전이내일의가치를창조합니다



Company History / CEO Message >>

1995~1969
95.05.17 전기공사업 제1종 면허 취득 (제1942호)

94.12.29 토목건축 공사업 면허 취득 (제1970호)

94.07.08 소방설비공사업체 제1,2종 면허 취득 (제95-105호)

92.12.04 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제528호)

92.09.15 현진종합건설ㄜ로 상호 변경

87.05.01 주택건설사업자등록 갱신 (제89-20-127호)

87.06.08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제87-16호)

87.03.16 현진건설ㄜ로 상호 변경

2000~1996
00.07.31 기업분할 현진종합건설ㄜ ( HJ건설ㄜ, 현진종합건설ㄜ )

99.12.10 <주택건설의 날> 통령표창 수상

97.11.01 전문소방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제97-6호)

97.10.13 ISO9001인증 취득 (미국 HSB-RS사)

96.08.27 본사 이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현진빌딩)

2009~2001
09.10.01 한국건축문화 상 우수상 수상 - 국토해양부

08.06.26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국무총리상 수상 - 국가보훈처

08.05.28 아시아경제 아파트브랜드 종합 상 수상 - 아시아경제

07.12.07 헤럴드경제 그린주거문화 상 상품개발부문 상 수상 - 헤럴드경제

07.12.04 한경주거문화 상 아파트부문 상 수상 - 한국경제

07.10.24 파이낸셜 뉴스 FN 하우징 파워브랜드 상 - 파이낸셜뉴스

07.07.15 본사 사옥 이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현진에버빌타워)

07.07.06 매경 살기 좋은 아파트 상 2년 연속 수상 - 매일경제

07.05.10 한국 소비자의“신뢰기업 상”3년 연속 수상 - 소비자포럼

06.07.19 살기좋은아파트상 수상

06.04.27 한민국 아파트 브랜드 상 인지도 / 선호도 부문 2년 연속 수상

06.03.27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제10-0102)

05.12.06 2005 한국경 상 기업가치 최우수상 수상

05.05.12 <한국 소비자 신뢰기업 상> 수상

05.04.28 <제1회 한민국 아파트 브랜드 상> 브랜드 선호도 1위, 브랜드 인지도 1위

05.04.15 ‘현진종합건설ㄜ’에서‘ㄜ현진’으로 상호 변경

04.12.20 매일경제 <골든타워 상> 브랜드부문 수상

04.06.29 한경주거문화 상 브랜드 상 수상

04.01.16 해외건설업 면허취득- 전기공사업(제324호), 토목건축공사업(제378호)

03.12.12 주택건설의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02.12.31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수상

02.06.27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수상

02.12.03 아파트부문 히트상품 선정

01.12.30 <국가보훈처장>상 수상

01.07.11 2001년 살기좋은아파트상 수상

한민국경제개발의역사속에

늘현진의이름이함께했습니다

규모가아닌기술로말하는기업! 
기술 기업, ㄜ현진의도약을지켜봐주십시오

ㄜ현진은 1969년 창립한 이래로 지속적인 고객만족과 품질시공을 바탕으로 한

‘EVERVILL아파트’를보급하며꾸준한발전을거듭하여왔습니다. 

그 결과 2003년에는 정부가 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예의 훈장인“금탑 산업 훈장”

을 수상하는 등 주거문화의 新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주택분

야에서 최고 수준의 인재와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주거문화선도기업으로자리매김하 습니다.

그러나 현진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주거공간은 물론, 비즈니스 공간, 사회간접자본 건설

공사까지 사업 역을 확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의 시공능력과 현진에버빌로

검증된공간미학을통해보다진보된건설 역을창조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주택부문의핵심역량을더욱공고히하면서미래성장가능성이기 되는친환경사

업 역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산업의 근간이 되는 플랜트 산업 등에 비중을 확 하여

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명실상부한‘ 로벌가치창조기업’으로발전해나갈것입니다.

이제 무한경쟁 속에서 로벌 건설기업으로 우뚝 솟을 현진은 기술력확보, 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내실경 을 통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아울러

최고와 최선의 품질로 보답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이사 곽세환, 전찬규

Message from the CEO



Hyunjin Awards >>

고객을향한想,  고객이주신賞

ㄜ현진주요수상내역

상은국가가주는것도,  언론이주는것도아닙니다. 고객께서주는것입니다. 
항상고객을생각하는현진의기업정신이고객님께상을받았습니다. 

▷국가
09.10.01 한국건축문화 상 우수상 수상 - 국토해양부

03.12.12 주택건설의 날“금탑산업훈장”수훈 - 행정자치부

99.12.10 주택건설의 날“ 통령 표창”수상 - 건설교통부

02.06.27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장 수상 - 건설교통부

08.06.26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국무총리상 수상 - 국가보훈처

07.07.02 안전활동 우수사례 은상 수상 - 노동부

▷고객/언론

07.12.04 한경주거문화 상 아파트부문 상 수상 - 한국경제

08.05.28 아시아경제 아파트브랜드 종합 상 수상 - 아시아경제

07.12.07 헤럴드경제 그린주거문화 상 상품개발부문 상 수상 - 헤럴드경제

07.10.24 파이낸셜 뉴스 FN 하우징 파워브랜드 상 - 파이낸셜뉴스

07.07.06 매경 살기 좋은 아파트 상 2년 연속 수상 - 매일경제

07.05.10 한국 소비자의“신뢰기업 상”3년 연속 수상 - 소비자포럼

06.04.27 한민국 아파트 브랜드 상 인지도 / 선호도 부문 2년 연속 수상

- 건설교통부 / 머니투데이

05.12.06 2005 한국경 상 기업가치 최우수상 수상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05.05.30 헤럴드경제 제4회 그린주거 문화 상 우수조경 상 수상 - 헤럴드경제

04.12.20 골든타워 상 브랜드 부문 상 수상 - 매일경제

04.07.01 주거문화 상 브랜드 상 수상 - 한국경제

02.12.03 APT부문 올해의 히트상품 선정 - 매일경제

�금탑산업훈장이란? 

국가산업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통령훈장이며 1등급 산업훈장으로 최고권위 있는 상

2003 주택건설의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한국주택협회 등이 주관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하는 2003 
주택건설의 날 행사에서‘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하 습니다. 

2005 한국 소비자 -

신뢰기업 상 1위
사단법인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사공동주관한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의평가를받아건설부문에서 1위로선정되었습니다.

제1회아파트브랜드 상-

선호도및인지도1위
건설교통부 후원, 머니투데이 주최, 권위있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 기관 설문조사 결과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인지도 각 부문에서 1위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공공건설
Private & Public

토목건설
Civil

주택부문
Housing

Global
Leadership

잘할수있는분야에서만
최상의고객만족을실현합니다
주택, 공공건설, 민간건설, 토목건설 등 모든 건설분야와 접한 관련분야에서

현진의 기술력이 차별화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내실을 앞세운 현진이 우량 건설그룹으로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 APT (아파트) │ Villa (빌라) │ Re-construction (재건축) │ Re-development (재개발) │

│ Officetel (오피스텔) │ Public culture facilities (공공문화시설) │ Business facilities (사업시설) │

│ Education & Medical facilities (교육∙의료시설) │ Religious facilities (종교시설) │ Leisure facilities (휴양레저시설) │

│ Highway (도로) │ Bridge (교량) │ Tunnel (터널) │ Waterworks (상하수도 공사) │

│ Water supply facilities (수리시설) │ Building land formation (택지 및 부지시설) │

Organization Chart >>

단지사람이모이는것이아니라
능력이모여‘현진’이됩니다
조직내에서얼마나끌어올릴수있느냐에따라기업은단지사람이모인단순집단이되기도하고

능력과능력이모인엘리트집단이되기도합니다.

인재양성과업무관리의최적화를실현한현진의조직력!그것이현진이일당백의힘을발휘하는원동력입니다.

표이사 경 기획실

�주택 업팀

-분양사무소

�개발 업팀

�건축팀

-건축사업현장

�건축 업팀

주택사업본부

건축사업본부

�업무팀

� 업팀

�토목팀

업본부

�예산견적팀

�설계팀

�자재팀

기업부설연구소

�회계팀

�자금팀

�경 지원팀

�법무팀

재경본부



다양한건설관련면허취득으로
공사의전문성을높이고있습니다

효율적인조직과기술력,

자금력을바탕으로기업신뢰를높 습니다
슬림화된조직으로신속한의사결정과업무추진이가능한현진!

차원이다른기술력과탄탄한자금력으로최상의고객만족을실현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개설

100% 현금결재조건

-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다양한 시공경험 및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최고의 품질시공

-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업무와 조직의 효율화

-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축소하여

급격한 환경변화에 빠르게 처

ㄜ현진면허보유현황

기술력:

조직의슬림화 :

- 협력업체와의긴 한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업무효율성제고의

효과로 원가절감극 화

- 기업경쟁력제고의효과

자금력 :

>>

국내건설업면허
92. 12. 04 건축공사업 면허취득 (528호)

94. 07. 08 소방설비공사업 제1, 2종 면허 취득 (제95-105호)

94. 12. 29 토목건축 공사업 면허 취득 (제1790호) 

95. 05. 17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경기-00219호) 

97. 10. 13 ISO9001인증 취득 (미국HSB-RS사)

97. 11. 01 전문소방설비공사업 면허취득 (분당 제2007-17호) 

01. 03. 22 주택건설사업자등록 (경기도-주택2005-016호)

06. 03. 27 조경공사업 면허취득 (제10-0102)

해외건설업면허
04. 01. 16 전기공사업 면허취득 (제324호)

04. 01. 16 토목건축공사업 (제378호) 



New dream builder >>

현진의손끝에서도시의표정이바뀝니다
아파트, 빌딩, 그리고 도로까지 한민국 도시가 자라는 곳에 ㄜ현진의 손길이 함께했습니다. 

현진이 있기에 우리의 내일은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실용성과미학을접목한아파트!  

주택을넘어주거예술시 를열었습니다 07.06~09.07

06.01~09.04

06.09~08.12

06.07~08.11

06.02~08.08

05.07~08.08

06.09~08.10

06.08~09.01

06.08~08.10

06.01~07.12

05.08~07.09

05.03~07.06

04. 1 1~06. 12

04.05~06.10

04.05~07.04

04.08~06.04

04.06~06.05

03.07~06.02

03.12~06.04

04.07~06.03

06.07~08.08

03.03~05.11

03 . 1 1~05.10

03.06~05.12

03.04~05.07

02.11~05.09

02.10~05.03

02.09~05.03

03.02~05.07

02.07~04.07

03.03~05.05

01 . 12~03 . 12

01.09~03.12

01 . 10~03 . 1 1

경북경주시용강동

경북구미시옥계동

경북경주시황성동

부산시기장군정관면

경남양산시물금읍

경북포항시장성동

광주시광산구수완택지개발지구

광주시광산구수완택지개발지구

경기도이천시갈산동

경기도안양시석수동

충북제천시왕암동

경기도양주시덕계동

충북청주시흥덕구

충남서산시동문동

광주시북구본촌동

경기도이천시사음동

경기도의정부시신곡동

경기도용인시동백지구

강원도원주시단구동

서울시광진구구의동

경북구미시도량동

경기도광명시광명5동

경기도이천시송정동

강원도삼척시정상동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

전시서구복수동

강원도원주시관설동

강원도원주시명륜동

강원도춘천시석사동

강원도춘천시석사동

경북안동시정하동

서울시마포구구의동

경기도광주시실촌면

서울시동작구신 방동

경주용강

구미옥계

경주황성

부산정관7B/L

양산물금

포항장성

광주수완7B/L

광주수완 14B/L

이천갈산

안양석수

충북제천

양주덕계

청주산남

서산동문

광주신일곡

이천사음

의정부신곡

용인동백

원주5,6차

구의동

구미도량

새광명

이천송정

삼척정상

동두천생연

전복수

원주4차

원주3차

춘천2차

춘천1차

안동정상

망원동

곤지암

신 방

383

1,378

604

690

358

1.754

509

672

405

154

377

833

477

559

768

137

135

320

697

62

580

657

326

455

628

708

352

225

606

720

490

56

504

135

공사명 세 수 공사현장 공사기간

주택부문Housing Construction >>



주택부문Housing Construction >>

이천 송정동 현진에버빌 춘천 석사동 현진에버빌Ⅱ

용인 동백지구 현진에버빌 광주 양산 현진에버빌

동두천 생연신도시 현진에버빌 양주 덕계 현진에버빌

청주 산남지구 현진에버빌 광주 7블럭

현진이라는이름만으로도

아파트그이상의가치가부여되었습니다

구미 옥계 현진에버빌

포항 장성 현진에버빌



민간/공공건설부문Private & Public Construction>>

10.06~10.12

00.03~01.09

96.12~98.05

96.11~98.04

95.10~96.11

95.03~96.10

04.07~06.03

94.03~96.01

94.06~96.01

광주시광산구월전동

종로구평창동

서 문구창천동

마포구신수동

종로구효자동

강서구염창동

서초구우면동

삼척시남양동

안양시만안구안양동

전방(주) 광주평동공장신축공사

평창동외국인빌라신축공사

독수리빌딩신축공사

풍진아이디사옥신축공사

효자동고급빌라신축공사

염창동전방빌딩신축공사

우면동빌라신축공사

삼척현진빌딩신축공사

안양현진빌딩신축공사

전방(주)

(주)북악빌리지

김정희외3인

(주)풍진I.D

김창성,오덕주

전남방직(주)

(주)현진

(주)현진

(주)현진

09.04~10.01

06.01~08.07

01.06~10.02

05.08~06.04

02.12~04.07

02.06~02.12

01.03~04.06

01.11~02.05

01.06~03.06

00.06~00.09

99.05~00.06

98.05~98.10

98.07~98.09

97.12~99.10

97.06~97.12

97.05~97.12

97.04~97.12

97.03~98.03

시흥시능곡

서울시중구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기도수원시이의동

경기도포천군군내면하성북리

관악구신림동

경기도안양시동안갈산동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송내동

충남아산시권곡동

경기도평택시송일동

강원도강릉시

강원도삼척시

경기도부천시소사구

경기도포천군군내면

부산광역시해운 구

경기도평택시서정동

경기도광명시소하동

경기도과천시과천동

시흥능곡현진에버빌아파트

중구저동국유부동산개발

송도4공구3단지웰카운티아파트

경기R/D비지니스센터건립공사

포천버스터미널및공 차고지신축공사

강원학사신축공사

문화센터건립전기공사

부천공고공사

아산권곡아파트전기공사 1공구

송일초등학교신축공사

통일안보전시관건립공사

삼척여중공사

부천초등학교공사

포천경찰서신축공사

해운초등학교교지정지및교사신축공사

점촌초등학교교사신축및부 시설공사

소하고등학교신축공사

과천동회관신축공사

한주택보증(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포천시

강원인재육성재단

경기도안양시

경기도교육청

한주택공사

평택교육청

강릉시

삼척교육청

부천교육청

경기도경찰청

부산시해운 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과천시청

공사명 발주처 공사현장 공사기간

민간건설

공공건설

분당 현진 사옥 평택항 마린센터

포천 종합터미널 중구 저동 (남 문 세무서)

사옥, 학교, 관공서까지

용도에따라최고의품질을실현하 습니다



토목부문Civil Construction >>

10.06~11.03

06.10~09.08

04.11~07.11

03.04~03.09

02.12~03.11

01.07~02.09

99.06~99.07

98.10~98.12

96.11~97.07

97.04~00.12

97.03~98.12

96.12~99.12

95.04~95.09

04.11~07.11

03.06~04.05

99.06~00.01

98.10~99.12

97.10~99.03

96.03~96.09

96.04~96.12

95.03~95.12

95.05~96.06

95.06~96.05

02.04~03.05

02.04~02.12

98.05~98.11

01.02~01.08

97.07~97.12

확장포장공사

도로공사

선형개량공사

굴착공사

도로개설

도로선형개량

도로공사

지반정리

경지정리

축조및포장

도로확포장

도로개설

도로공사

축제공.호안공

상하수도설비

축제공

차집관로,중계펌프장 1개소

도수관로

하수도정비

하천정비

하수도정비

하수도정비

하천정비

RC-RAMEN교

교량

교량

항만

항만

나주IC~동신 간지방도4차로확포장공사(도로)

덕~오산간도로개설공사

지방도427호선선형개량공사

안양역주변공사

청룡회관~고막간도로개설공사

국도56호선감정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증리~의암간도로확장포장공사

아랫말지구기반정비사업

양평다 지구경지정리사업

신광우회도로축조및포장공사

목감우회도로개설공사

동부우회도로개설공사

목동406주변도로개설공사

충주지구(청미천)하천환경정비사업

강릉시정수장확장공사

도내배수펌프장유입수로시설공사

신길동지역오수차집관로및중계펌프장시설공사

부천시수도권광역상수도5단계수수시설공사

마포우체국앞암거및하수관거공사

하천제방보수및공사

관내하수도구조물보수공사

청진동하수도공사

홍제천차집관거신,증설공사

직탕교가설공사

명화교재가설공사

임동위험교량공사

진항건설공사

동해망상지구인공어초시설공사

전라남도

한국토지공사화성지사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경기도안양시청

깅기도김포시청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

춘천시

인제군

경기도양평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시흥시

충북충주시

양천구청

전지방국토관리청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

경기도고양시

경기도안산시

경기도부천시

마포구청

서초구청

강서구청

종로구청

종로구청

강원도철원군

경기도건설본부

원주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출장소

공사명 발주처 공사개요 공사기간

강원 철원 직탕교덕~오산간 광역도로

경기 포천경찰서
경기 시흥 목감우회도로

백년을내다보는견고한기술력으로

한민국의뼈 를세웁니다

도로 및

기간정비사업

하천 및

상하수도공사

교량공사

항만공사



새로운변화로

더강한현진을만들겠습니다

현진이걸어온40여년, 수많은역경과고난을

지혜롭게극복하며고객들로부터갈채를받아왔습니다.

지금, 현진의임직원들은새로운마음가짐으로

한치의흔들림없이단합하여힘찬도약을준비하고있습니다.

현진의굳은의지와뜨거운열정으로새로운미래를펼쳐가겠습니다.

기 하십시오!



공 사 지 명 원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귀사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명원을 제출하오니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 :

20                년 월 일

주 식 회 사 현 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8-1번지 현진에버빌타워

표 이 사 곽 세 환, 전 찬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