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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HO DEVELOPMENT MEETS

삼호개발을 만나다

TO ASK THE WAY

삼호개발에 길을 묻다

MAKE ROAD

삼호개발이 길을 만들다

WALK DOWN THE STREET TOGETHER

삼호개발과 함께 길을 가다

THANK YOU ALONG THE WAY

함께하는 그 길에 감사합니다



설 립 일

대 표 이 사

업     종

주 요 제 품

임 직 원 수

위     치

1976년 1월

심 재 범

건설, 제조업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토공, 철근ㆍ콘크리트, 골재, 조경 등

350명

[본점] 충남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183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96

COMPANY PROFILE

만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SAMHO DEVELOPMENT MEETS
삼호개발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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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HO DEVELOPMENT

삼호개발은 1976년 창사이래 

건설재료인 골재 생산시설을 갖추고 국가기간산업인 토목건설분야의 전문건설업을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일반건설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삼호개발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호개발은 1976년 창립한 이래 고객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도 지난 40여년 동안 국내외 고속도로, 철도 및 지하철, 조선소,
발전소, 산업단지, 공항 등 각종 대단위 SOC 국책 토목공사 및 골프장, 택지조성 등
민간 토목공사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삼호개발은 그 동안의 괄목할만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향해 착실하게
준비해 가고 있으며, 향후 투자형 사업 등 신성장 사업 확장을 위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 성장 가능한 DNA 확보를 통한 Top Tier 건설사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주력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신성장 사업 진출을 위한 선택적 전략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객 여려분의 사랑과 격려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인재육성 및 기술개발을 통해 보다 견실한 회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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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MEETS

대표이사    심  재  범  



2012.03.16

 
2011.12.01 

2011.07.01

2011.05.24 

2010.12.01 

2010.06.02 

2010.04.20 

2010.02.25

부회장 김행영·사장 백승한 각자 대표체제에서 

사장 백승한 단독대표 체제로 변경
 

아스콘사업부 삼호씨앤엠(주)으로 일괄 양도 

2014.10.29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번호 : 

2017.03.24 김락중 대표이사 취임

2017.09.07 [터널시공] 외벽 방수방법 특허취득(등록번호 : 10-1778206호)

2017.09.07 [터널시공] 분절식 강관추진장치 특허취득(등록번호 : 10-1778208호) 

2016.02.29 콘크리트 거더교의 제작 및 시공방법 신기술지정 (등록번호 : 784호)

13-0128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번호 : 13-0031호)

토목건축공사업 해외건설업 신고 

토공사업 해외건설업 신고 
삼호코넨(주) 설립 (교량기술 전문기업)

자본금 125억원으로 증자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번호 충남당진2010-18-01) 

대표이사 사장 백승한 취임(김행영, 백승한 각자대표)    

2010’s

2009.05.26 

2009.04.01 

2008.11.03 

2008.08.15 

2008.07.03

 

2008.06.09

2007.11.23

2007.11.16

2007.10.12 

2005.10.01 

2005.05.12 

2003.12.01 

2002.07.16 

2002.07.05 

2002.06.28 

2002.02.18 

2001.01.15 

2000.10.01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KOSHA 18001) 

본점이전 - 충남 당진군 면천면 사기소리 357-1로 이전 

지점등기(서울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981-49 

삼호에스에이치투자자문(주) 설립 (투자자문기업)

자본금 100억원으로 증자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번호 : 01-0399, 08년시공능력평가액 : 348억원)

이앤이매니지먼트(주) 설립 (환경에너지 컨설팅기업)

(주)삼호자원 설립 (해외자원개발기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취득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주) 설립 (투자전문기업)

본점이전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1-49로 이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김행영 대표이사 취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 상장 

자본금 71.5억원으로 증자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 

자본금 50억원으로 증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삼호환경기술(주) 설립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2000’s

SAMHO DEVELOPMENT MEETS
삼호개발을 만나다

길과의 만남                  여년의 시간동안

믿음과 성실 그리고 책임으로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40

4 SAMHO DEVELOPMENT

2019.03.21 심재범 대표이사 취임(김락중, 심재범 각자대표)

2021.03.18 김락중 대표이사 사임(심재범 대표이사 단독)

2021.05.26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KOSHA-MS)

2021.07.21 이영렬 사장 취임

2021.08.06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번호 : 충남-01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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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04 

1999.06.26 

1998.01.23 

1997.12.05 

1997.10.21 

1996.12.21 

1995.01.17 

1994.10.28

1993.08.23 

1990.04.04

미장·방수공사업 면허취득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ISO 9001인증 취득 

아산 당진 사업소 ISO 9001인증 취득 

수중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자본금 45억원으로 증자 

해외건설업 취득 (종목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삼호씨앤엠(주) 설립 (전문건설기업)

골재 채취업 취득 (산림골재,등록번호 : 93-8-35) 

아스콘 사업소 당진공장 설립 (KS허가 : 제7795호) 

1990’s

1987.03.28 

1986.08.25 

1984.01.05 

1983.04.12 

1983.02.03 

자본금 7억원으로 증자 이병길 대표이사 취임 

아스콘 사업소 아산공장 설립 (KS허가 : 제7226호) 

연약지반 개량공사 시공 (Sand Drain,Sand Compaction Pile,Pre-Load) 

본점이전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5 

해외 공사 진출 (리비아 고속도로 공사) 

포장공사 면허 취득 

1980’s

1976.11.10 

1976.01.15 

토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 취득 

설립 - 서울시 중구 입정동 285번지. 이종호 대표이사 취임 

1970’s



관심어린 질문은 성공하는 사업의 밑거름입니다.

우리는
1976년 창사이래 꾸준한 우수 인재육성과 신 성장사업에 대한 창의적 기술 노하우 축적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의 경쟁력과 신뢰를 인정받은 기업, 인간과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인 기업,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강소기업으로 인정 받아 왔습니다.

    

삼호개발은 토목건설업을 모태로 하여 제조업 및 금융업은 물론 녹색 환경사업 등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시너지를 극대화 하였으며, 이제는 국내시장에서 탈피하여 

해외건설,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해 국내외 주주 및 고객으로 부터 신뢰받는 세계적 글로벌 

기업으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호개발 그룹의 2030년 매출목표  

1조원 달성이라는 그룹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 하지않는 기업,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업, 미래의 꿈과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기업 그 중심에 삼호개발 그룹이 있습니다. 

Vision 비전

TO ASK THE WAY
삼호개발에 길을 묻다

6 SAMHO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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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SK THE WAY

1976년 창사 이래 도덕성과 윤리를 바탕으로 투명한 정도경영 실천과 우수한 인재육성에 투자하는 것이 곧 미래의 성장동력이라는 인재중심 경영을 

중시하여 왔으며,  또한 현장중심의 장인정신으로 철저한 안전 및 원가관리를 통하여 최상의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서 고객과 주주에게 감동을  

실현하고, 이익을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정도경영, 고객감동을 기업정신

    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 투명한 정도경영과  우량한 재무구조를 유지

하여 고객과 주주에게 최상의 신뢰를 제공한다.
   

나.  현장 경영중심을 통한 책임시공, 안전시공

으로 최고의 품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감동을  

실현한다.  

2. 우리는 변화지향, 인재육성, 지속적  

    성장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개척정신과 강인한 

도전정신을 갖추어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처한다.
   

나.  글로벌 경제환경에서의 생존을 위해 지속적인 

우수인재를 육성 발굴한다.
   

다.  녹색 신성장산업, 금융산업, 해외건설과 해외

자원개발 등을 발굴하고 투자하여 지속적인 성장

가치를 창출한다. 

 

3. 우리는 글로벌기업과 사회공헌하는 

    기업을 기업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가 성장동력의 중추신경과 같은 건설분야

에서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지속적인 기업의 장인정신과 우수 인재육성은 물론 

해외자원개발 및 해외건설에 집중 투자하여 글로벌 

토목건설기업으로 성장하고,  아울러 기업과 환경  

그리고 인간이 조화로운 상생을 통하여 미래의  

풍요로운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해 기업이윤을 창출

하여 국가와 사회에 공헌 하고자 한다.     

Philosophy 이념

Management 
Policy
경영방침

안전시공 책임시공 최고품질 고객만족

솔선수범

인화단결

건설보국

품질향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이윤창출로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앞선생각, 안정된 기술, 남다른 열정이 만드는 길입니다.

MAKE ROAD
삼호개발이 길을 만들다

토목사업은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삼호개발은 40여년간의 전문화된 기술력과 탁월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안전한 시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토목 건설기업입니다.

고속도로/국도공사/터널공사/부지조성공사/공항공사/지하철/연약지반

공사/골프장 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차별화된 고도의 기술력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토목사업의 선두주자가 되겠습니다.

정부 및 지방 공공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대단위 국책사업을 전문으로 시공

하는 건설업체, 약 3,000억원 년 매출실적 달성.

현장 : 도로, 터널, 산업단지 등 전국 40여개 현장 보유

토목건축사업
고속도로, 터널

철도, 지하철

단지, 택지 조성

공항, 발전소

해외, 기타공사

건축사업

조경사업

건설기계사업

골재, 아스콘

8 SAMHO DEVELOPMENT



9

삼
호

개
발

이
 길

을
 만

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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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게 합니다.

그 것은 새로운 세상의 기준이 될 것이며,

알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향하게 하는 지표이며,  

우리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동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Civil Engineering
Architecture 



MAKE ROAD
삼호개발이 길을 만들다

고속도로

2012년

2012년

2011년

2008년

2002년

2002년

2002년

1999년

1998년

1998년

1998년

1991년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2공구

서울-원주간 고속도로 3공구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7,8, 14, 17공구 

장흥-광양간 고속도로 6공구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6, 7공구

서울외곽순환도로 1공구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3, 4, 9공구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4공구

평택-음성 고속도로 4공구

당진-서천 고속도로 3공구

중부내륙고속도로 7, 9, 11, 13공구

경부고속도로 확장 5, 7공구 등

10 SAMHO DEVELOPMENT

오랜 시간토록 실천한 가치-
삼호개발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토목건축사업 
고속도로/터널
주요시공실적

2013년

2012년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11공구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3공구

2014년

2015년

2015년

상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10공구

밀양-울산간 고속도로 7공구

2017년 창녕-밀양간 고속도로 1,4공구

2017년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2공구

2017년 봉담-송산간 고속도로 1공구

주-영천간 고속도로 7공구

2018년 봉담-송산간 고속도로 2공구

2018년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4공구

2019년 이천-오산간 고속도로 3공구

2019년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3공구

2019년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2공구 중 1구간

2020년 포천-화도간 고속도로 2공구

2020년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7공구

2020년 평택-익산간 고속도로 9공구

2020년 서부내륙고속도로 9공구

2021년 서부내륙고속도로 5, 13공구

2021년 세종-안성간 고속도로 5공구

2017년 안성-구리간 고속도로 11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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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2012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7년

2003년

2002년

2000년

2000년

1999년

1996년

울산-포항 고속도로 양남터널 6공구

영월-방림 도로 뱃재터널

울산-포항 고속도로 양남터널 7공구

경주감포 2공구 양북터널

도계-신기 도로건설공사 고사1,2터널, 차구터널

거제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신현터널, 아주터널)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문수터널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새재터널

청송양수발전소  방수로터널

연풍-수안보도로 수안보터널

남해고속도로(내서-냉정)3공구 양미재터널 등

최고의 기술로, 신속하게- 
기술의 차이가 더 큰 감동을 만듭니다.

2015년 밀얄-울산 고속도로 5공구 재약산터널

2016년 서부간선도로 터널공

2019년 안성-용인 터널공사 1공구

사 2구간

 



MAKE ROAD
삼호개발이 길을 만들다

택지 및 단지조성

2012년

2012년

2010년

2010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8년

2008년

2008년

2003년

2003년

1993년

1991년

1989년

1988년

1985년

1983년

동탄2택지개발 3-2공구 조성공사

구미하이테크벨리 1단계 조성공사

김포고촌 물류단지 조성공사

진주혁신도시 조성공사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공사 2공구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공사

인천영종 하늘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 4공구

파주운정1단계 택지개발사업 2,3공구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공사 4공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지공사 1-2, 1-4공구

전주신시가지 조성공사

동탄신도시 부지공사

광양 포스코 공장 부지공사

일산신도시 부지공사

시화공단 부지공사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부지공사

인천 남동공단 부지공사

삼성 반도체 부지공사 등 

사람의 삶이 풍요롭고 편리하게- 
삼호개발은 사람의 중심에서 시작합니다.

토목건축사업 
택지, 단지조성
철도, 지하철
주요시공실적

12 SAMHO DEVELOPMENT

2013년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2013년 동탄2택지개발4-1공구 조성공사

2013년 당진송산일반산업단지 

2016년 서울위례지구 조성공사 3공구

2017년 탕정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2-2공구 조성공사

2018년 파주운정

2018년 평택고덕 인프라조성공사

3지구 택지개발사업 2,5공구

2017년 성남판교대장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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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및 지하철

2010년

2009년

2005년

2005년

2002년

1998년

1997년

부산지하철 다대구간 2공구

호남고속철도 4-1공구

2014년 김포도시철도 5공구 중 5-1구간 

2015년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4공구

2015년 장항선 제3공구 2구간

2015년 홍성-송산간 복선전철 2공구 

2016년 김포도시철도 4공구 중 4-1구간 

2016년 도담-영천간 복선전철 7공구

2016년 여의도-신림간 경전철 2공구 

2016년 암사-별내간 복선전철 5공구 

2017년 인천도시철도 송도

2021년 동북선 도시철도 4공구

2021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창선 4공구

랜

2020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4공구 중 2구간

드마크시티연장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1 공 구

부산배후철도 4공구

중앙선 10공구

대구지하철 2공구

경부고속철도 7공구, 9공구 등

오래도록 기억할 감동을 만들기 위해-
삼호개발은 한 단계 더 진보합니다.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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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이
 길

을
 만

들
다

MAK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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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ROAD
삼호개발이 길을 만들다

공항

2006년

2005년

2004년

2001년

1987년

1984년

인천공항 2단계 장애구릉제거 8공구

인천공항 2단계 남측활주로 2A-2공구

인천공항 2단계 제3활주로 건설공사 3, 5공구

울진공항 건설공사

원주 비행장 건설공사

김포공항 활주로공사 등

발전소

2012년

2000년

1980년

1978년

1977년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부지공사

2015년 고성화력발전소 부지공사

2016년 내포발전소 부지공사

2018년 삼척화력발전소 취수 및 배수 터널공사

청송양수발전소 

영광원자력 발전소  부지공사

고리원자력 발전소  부지공사

아산 화력발전소  부지공사 등

도전하는 기업이 뿜어내는 열정- 
삼호개발의 뜨거운 에너지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됩니다.

토목건축사업 
공항, 발전소

골프장
주요시공실적

2013년 인천 잔여공유수면 매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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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2010년

2009년

2009년

2007년

2007년

2004년

1996년

1996년

1991년

1990년

1986년

더 플레이어스 골프장 공사 (27홀)

남춘천골프장 공사 (18홀)

360도 골프장 공사 (18홀)

EVEN DALE 골프장 공사 (18홀)

알펜시아 골프장 공사 (27홀)

레인보우힐스 골프장 공사 (27홀)

마우나오션C.C 골프장 공사 (18홀)

가평 베네스트 골프장 공사 (18홀)

신라C.C 공사

은화삼 골프장 공사

88 C.C, 제주 중문 골프장 공사 등

가장 큰 만족을 위해-
한 발 앞서가는 삼호개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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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ROAD
삼호개발이 길을 만들다

해외공사

1984년

1984년

1982년

1981년

KUWAIT SALT-CHLORINE PROJECT

KUWAIT SOUTHERN GAS PROJECT

IRAQ IRA1-EXPRESSWAY

LIBYA SIR-WADDAN EXPRESSWAY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삼호개발은 우리 가슴 속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사업 
해외, 기타공사
주요시공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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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및 조선소

댐, 제방 및 하천

1982년

1975년

1971년

현대중공업 미포 조선소 공사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공사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공사 등

2009년

1987년

1983년

1981년

1976년

1973년

낙동강 살리기 33공구

평화댐 건설공사

동복댐 축조공사

인천 남동공단 제방축조

대청댐 축조공사

탄천제방 축조공사 등



MAKE ROAD
삼호개발이 길을 만들다

건축사업

삼호개발은 안전시공 및 책임시공으로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고객의 수준높은 요구를 수용, 더욱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인 건축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토목에서 보여준 역량을 건축부문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최고의 제품, 최고의 서비스로 

건축부문에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18 SAMHO DEVELOPMENT

꿈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길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2019년 천안학생수영장 및 체조연습장 건립공

2020년 대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20년 아산탕정 2-A6BL 아파트 건설공사 11공구

사

2017년 예산군보건소 이전 건립공사

2015년 어시스트코리아 양지물류센터 신축공사

2014년 삼호환경기술(주) 용인공장 신축공사

2013년 창원현동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2013년 시흥목감 A-6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2011년 오산세교 A-7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

※ 예산군보건소(2018.08 준공)

2018년 익산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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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사업

삼호개발은 1999년 조경식재 면허를 취득하여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배한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수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각종 관급공사 및 조경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해 최고의 제품, 최고의 서비스로 조경사업에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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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ROAD
삼호개발이 길을 만들다

건설기계사업

최첨단 컴퓨터 점보드릴외 다수의 최첨단 대형장비를 보유, 가동함으로써  

시공의 정밀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당사의 모든 품질은 책임시공 및  

안전시공을 기반으로 ISO9001/KSA9002 품질시스템을 통해 엄격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건설기계, 산업기계 등을 임대, 대행,  

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해 최고의 제품, 최고의 서비스로 

건설기계사업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AP PLANT 

  TNALP REHCTAB

  REHSURC

    기착굴

  

  

릴드보점

  

럭트지험

휠로더 

20 SAMHO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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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ㆍ 아스콘사업

행정도시 개발과 동북아 물류 중심인 서해안 충청남도에 골재 및 아스콘 생산시설

을 갖추고 연간 골재 100만㎥과 아스콘 50만TON의 생산능력 보유 

삼호개발 골재사업부는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품질의 골재를 생산하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부권에 위치하여 신속한 납품을 약속 드리며 아울러 환경보전 및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는  

삼호개발이 되겠습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Asphalt Concrete)를 생산 납품하는 당서아스콘(주), 아산아스콘(주)는 우수한 품질, 

 신속한 납품, 환경보존을 최대 목표로 하여 고객 여러분께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골재

본사 · 당진공장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183  

아스콘 

관계사 · 아산아스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신수리길 40 

관계사 · 당서아스콘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183 



더불어 하는 이 길이 큰 힘이되는 마음입니다.

WALK DOWN THE STREET TOGETHER
삼호개발과 함께 길을 가다

전국순위

시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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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일반건설

토목ㆍ건축 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

조경 공사업

전문건설

토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 공사업 

포장 공사업 

미장ㆍ방수ㆍ조적 공사업 

보링ㆍ그라우팅 공사업

비계ㆍ구조물 해체 공사업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

수중 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조경식재 공사업

강구조물 공사업

20192021 년

228/3,069 

65/387

71/1,453

2/7,533

62/12,467

4/3,850

12/2,953

6/1,144

11/3,961

4/8,453

10/434

33/8,446

52/5,857

22/758

2020 년

237/3,047 

61/378

68/1,457

1/6,863

45/11,892

2/3,549

13/2,766

6/1,092

13/3,593

3/8,119

10/419

30/7,940

48/5,406

26/725

(당사 순위 / 분야별 업체 수)

년

238/3,043 

70/351

76/1,429

2/6,356

30/11,364

4/2,966

9/2,517

8/1,030

12/3,274

4/7,691

9/397

32/7,237

71/4,865

2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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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 DOWN THE STREET TOGETHER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주요재무비율

(단위  :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재무정보

재무항목
제43기 (2018년)

금 액금 액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잉여금등  

자본총계  

재무항목
금 액금 액 금 액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재무항목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보율

174,975 155,508189,001

124,941 120,755117,673

299,916 276,263306,674

94,910 86,09688,390

8,456 6,1917,291

103,366 92,28795,681

12,500 12,50012,500

184,050 171,476198,493

196,550 183,976210,993

360,826 296,298355,733

34,328 34,76622,662

22,273 23,87511,292

22,379 21,15614,518

184.36% 180.62%213.83%

52.59% 50.16%45.35%

2.5% 2.7%2.45%

1,472.40% 1,371.81%1,587.95%

제44기 (2019년)제45기 (2020년)

제43기 (2018년)제44기 (2019년)제45기 (2020년)

제43기 (2018년)제44기 (2019년)제45기 (2020년)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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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ISO9001 품질인증서

SMR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인증 번호 : QMS-04365

KOSHA18001 

아산 KS제품 인증서

당서 KS제품 인증서

토목건축공사 해외건설업면허

토목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등록증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24 SAMHO DEVELOPMENT

보유면허, 인증서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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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HO Construction & Material INC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20 302동 

          303호(송도동,송도 더 프라우 3단지)

SAMHO Green Investment INC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96 삼호빌딩 3층     

  02)3453-5500         sgivc.com

연약지반 개량사업, 구조물 터파기, 아스콘사업을 

선도하는 전문 건설기업

우량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거나,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자와 조합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전문기업

Dangseo Ascon INC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183 

  041)356-4588

충청남도 서부권에 위치하여 고품질의

일반아스콘과 순환아스콘을 제조·판매

하는 기업

Asan Ascon INC 

  충청남도 아산시 엽치읍 신수리길 40 

  041)543-9335

충청남도 북부권에 위치하여 고품질의

일반아스콘과 순환아스콘을 신속하게

제조·판매하는 기업



마주 앉아 이야기 하는 지금이 ‘희망’입니다.

수 상

2012.04

2012.03

우수사업장 표창 - 태국 노동부장관 

모범납세자 표창 - 기획재정부장관 

2010’s

2009.12

2009.06

2009.02

2006.11

2006.03

2005.12

2005.03

2004.06

2000.07

감사패(고속도로 발전 기여) - 한국도로공사 

표창장(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표창패(건설제도 개선) - 한국도로공사 

건설협력증진대상 - 건설교통부장관 

모범납세자 표창 - 재정경제부장관 

국무총리 표창 (고속도로 건설)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모범납세자 표창 - 역삼세무서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 지원센터 

국무총리 표창(도로 건설기술 개발) 

2000’s

1997.11

1990.12

1990.06

표창패 - 중소기업청장 (품질경영보급) 

표창패 - 경기도지사 

표창패 - 건설부장관 

1990’s

1980’s 

THANK YOU ALONG THE WAY
함께하는 그 길에 감사합니다

※최우수, 우수협력업체 표창 및 감사패 다수 수상26 SAMHO DEVELOPMENT

2012.10

2012.12

우수상(건설공사 동반성장 경진대회) - 한국수자원공사 

표창장(동반성장 추진기여) - 한국도로공사 

2014.04 감사상(품질관리우수 및 상생발전)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2014.06 표창패(우수전문건설업체 - 토공부분) - 한국도로공사

2014.12 감사패(안동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에 기여) - 한국도로공사 

2015.03 상패(양주신도시 도시시설물공사에 기여)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5.04 감사패 - 태국노동부장관

2014.04 감사패 - 태국노동부장관

2015.04 표창장(호남고속철도건설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 대통령표창 

2015.12 우수상(건설공사 동반성장 경진대회) - 한국수자원공사

2016.04 감사패 - 태국노동부장관

2014.01 감사패(품질관리우수 및 상생발전)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2017.12 표창장(동반성장 추진기여) - 한국도로공사

1985.01

2018.11 감사패 - 예산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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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ALONG THE WAY

사회공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삼호개발
삼호개발은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소외계층, 빈곤계층에 대한 이해,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사회와 

기업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건설을 위해 종업원이 중심이 되는 자발적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당진 장학회 후원

불우환경 소년ㆍ소녀 학자금 후원 활동

연탄나눔 봉사활동

환경정비 봉사활동

2008년부터 본점 소재지인 충남 당진시 관내 중고생 

지역 인재 발굴ㆍ육성ㆍ교육여건ㆍ면학분위기 

개선을 위해 당진 장학회에 매년 장학금 전달

서울사무소 소재 관할의 빈곤계층 자녀에 대해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회사후원금으로 매월 학자금 후원

서울사무소 관내 생활환경 취약세대를 대상으로

매년 연탄 기부 활동 전개

사회 환경의 보전을 위해 임직원이 중심이 되어 외래식물 

제거 및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비 봉사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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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믿음은 우리를 최고가 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소가 되고, 희망찬 미래가 되며,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기적이 됩니다.

삼호개발에 대한 ㆍㆍㆍ

주소

충남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183

→ 면천IC → 삼호개발 4km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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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개발이 진정으로 ‘내일’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순간의 연출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6

T 02) 2046-7700

F 02) 2046-7777

→ 방배역 2번출구 → 삼호개발 250m

서울사무소



풍요로운 미래건설, 신뢰와 고객감동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가는 삼호개발

본 사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183 T 041) 356-4588 F 041) 356-6101

서 울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96  T 02) 2046-7700 F 02) 2046-7777

www.samhodev.co.kr
삼 호 개 발 주 식 회 사

Minted.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