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은 1989년 설립 이 후 30년간 고객과의 약속과 안전한 시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공간의 설계가 모든 사람에게 편리함과 아름다움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회사입니다.

정직과 성실의 선진

｜본사｜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626-70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08 (삼성동,선진빌딩 6층)

TEL. 02.561.3999   FAX. 02.561.4311

www.sunjincon.com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주거공간

편리하고 쾌적한 업무공간

시민들이 어떤 운동이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공간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의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대중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고 고객들과 함께하는 선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화성 향남 아파트

2. 의정부 민락 아파트

3. 천왕지구 아파트

4. 원주 태장 지구 아파트

5. 평택 소사벌 어반테라스

6. 영등포 성심학원 신축공사

7. 매양중학교 신축공사

8. 광교 문화복지시설 - 도서관 

9. 광교 문화복지시설 - 사회복지관

10. 신 장서각 건립공사

11. 신성대학교 부설 유치원 공사

12. 성남스포츠 센터 건립공사

13. ○○○○부대 통신소 신축

14. 군의료 시뮬레이션센터 신축

15. 간호사관학교 생도회관 신축

건축부문
안전함과 편리함을

함께 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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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쉬어가는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주는 

공원과 숲을 만들고,

사람들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주택단지) 조경,

새롭게 태어나는 도시에 안식과 생명을 불어 넣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선진은 국가경영의 기반이 되는 

도로, 교량, 터널, 하천정비공사, 산업단지조성공사 등 

토목분야에서도 뛰어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국가기반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토목부문
국가의 기반산업에

이바지하다

조경부문
자연을 함께 누리다

1. 축석 ~ 무봉리 도로개설공사

2. 국도 59호선 정선 ~ 남면간 도로공사

3.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공사

4. 금강살리기 제1공구 하천환경정비공사

5. 안성천 고향의 강 정비공사

6. 양재천 자연형 하천 공사

7. 진북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1. 시흥 군자배곧신도시 조경공사

2. 연천 Lohas Park 조성공사

3. 문산첨단산업단지 조경공사

4. 한강시민공원 조성사업(수석 ~ 도농지구)

5. 백사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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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및
농장 현황

선진개발㈜
부동산 임대업,건설업 (조경)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08 (삼성동)
선진빌딩 임대업 : 
지하2층 지상 6층
연면적 : 2,392.28㎡

아남프라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강원도 속초시 교동 737-7 
선진빌딩 임대업 : 
지하4층 지상 20층
연면적 : 30.515㎡
계획 : 아남프라자와 부속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진행 중 

파주농장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면적 : 약 6만 평
산림경영계획에 의거 소나무, 단풍나무, 주목, 
스트롭잣나무, 느티나무, 벗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20여종의 조경수 조림 중

홍천농장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면적 : 약 4만 2천 평
구상나무, 주목, 스트롭잣나무, 느티나무, 
전나무, 오엽송 등 10여 종의 조경수 조림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