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움건설 회사소개서
Hyeum Construction Company Profile



인간과 자연의 조화 혜움건설!

미래가치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혜움건설입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행복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혜움건설 이름만으로도 듬직한 세상,

가슴 따뜻한 세상을 기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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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s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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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1992년 보경산업개발주식회사(現 혜움건설(주))로 창립한 이래 다양한 분야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수행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윤리경영, 신뢰경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2003년 주식회사 혜움건설로 법인분할을 함에 따라 도급공사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급변하는 건설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매순간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목표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생활 터전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건설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대기업 못지않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혁신, 인재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영시스템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기업, 고객 여러분과 동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혜움건설(주)의 계속되는 도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표이사



HISTORY



기업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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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경산업개발(주) 설립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일반건설업 면허 취득

2000년 청주시 아름다운 건축물 표창 수상

제3회 충청북도 건축상 은상 수상

2001년 청주시 아름다운 건축물 표창 수상

㈜비케이씨엔디 법인 분할

라데팡스 인수합병

특허취득 : 폐스티로폴 입자를 이용한 구조물 뒤채움공법(특허 제0451092호)

특허취득 : 폐스티로폴 입자를 활용한 지중구조물의 복토공법(특허 제0462529호)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 인정(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비케이건설(주)로 상호변경

경영혁신중소기업(MAIN-BIZ) 인증

녹색수도 청주 만들기 청주 시장 표창 수상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부동산개발업 등록

혜움건설(주)로 상호변경

1992.06

1992.08

1997.08

2000.11

2001.12

2001.12

2003.11

2004.04

2004.09

2004.12

2005.11

2008.06

2010.06

2010.11

2011.04

2014.07

2014.07

2015.07

2018.05

1990

2000

2010



Philosophy



경영방침

사 훈

도전과 창조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 창의적인 사고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끝없이 도전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희생과 협동

감사와 봉사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자세를 갖추고 인류사회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고객감동 사회공헌정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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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움건설(주)는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며 공정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도경영,  

투명경영을 일관되게 고집해 왔으며, 이러한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지난 20여 년간 고객의 

사랑과 신뢰 속에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정신, 

차별화된 기술, 훌륭한 인재를 기반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최고의 전략은 구성원들 간의 

협동, 협력입니다. 진정한 협동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 배려하고 소통함 

으로서 회사, 임직원, 나아가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최고의 결과를 추구하며, 

상생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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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rocess



업무 프로세스

개발환경분석 개발기본계획 설계 및 인허가입지선정

Marketing 공사관리 운영/관리시공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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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움건설은 용지매입, 사업기획, 설계, 시공, 마케팅, 사후관리까지 모든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Project Manager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상담

융자조사

입지선정

입지환경검토

관련법규검토

사업타당성검토

Concept 설정

Project Financing

개발기본계획 수립

관련법규 검토

설계관리 및 조정

대관행정업무 수행

시공, 경제, 신뢰성 등

다각적인 비교 검토

최상의 시공사 선정

마케팅 및 기획

분양전략 수립 및 판매

인테리어 디자인

모델하우스 시공

공정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민원처리

운영계획

입주관리

유지관리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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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chievement



건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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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라데팡스 신축공사 / 륀느관, 쏠레이관 | 충북 청주시 | ‘00.06 ~ ’01.07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공사 | 충북 제천시 | ‘01.10 ~ ’02.07

㈜CBN바이오텍 배양산삼 생산 공장 신축공사 | 충북 청주시 | ‘02.09 ~ ’03.04

증평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 충북 증평군 | ‘06.10 ~ ’08.04

청원군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 | 충북 청원군 | ‘06.12 ~ ’07.12

항행안전시설 국제교육동 신축공사 | 충북 청주시 | ‘08.05 ~ ’09.04

충주학생회관 및 영어체험센터 신축공사 | 충북 충주시 | ‘08.12 ~ ’09.12

괴산군 장류 식품공장 신축공사 | 충북 괴산군 | ‘09.12 ~ ’11.03

음성군 인삼직거래 판매장 건축공사 | 충북 음성군 | ‘12.11 ~ ’13.05

김천 로제니아 호텔 신축공사 | 경북 김천시 | ‘13.01 ~ ’14.06

육령~오생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 | 충북 음성군 | ‘01.04 ~ ’03.12

강서1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충북 청주시 | ‘05.11 ~ ’06.12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 충북 음성군 | ‘06.01 ~ ’08.05

충주~수산간(신당4지구) 위험도로 개량 공사 | 충북 충주시 | ‘08.12 ~ ’12.05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5공구) | 충북 음성군 | ‘09.09 ~ ’13.09

평동소하천 수해복구공사 | 충북 제천시 | ‘10.04 ~ ’11.05

옥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충북 청주시 | ‘11.02 ~ ’14.03

청원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국사배전) | 충북 청주시 | ‘11.06 ~ ’11.12

괴산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추점지구) | 충북 괴산군 | ‘11.12 ~ ’13.04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 충북 영동군 | ‘13.11 ~ ’16.08

단양 상하소하천 정비사업 | 충북 단양군 | ‘14.03 ~ ’17.03

국도36호선 소용교 개축공사 | 충북 충주시 | ‘14.05 ~ ’16.08

오창과학산업단지 중앙하이츠빌 아파트 1,338세대 공급 | 충북 청주시 | ‘04.03 ~ ’06.05

김천혁신도시 Ab6블럭 엠코타운 아파트 1,119세대 공급 | 경북 김천시 | ‘13.01 ~ ’15.06

김천혁신도시 Ab4블럭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811세대 공급 | 경북 김천시 | ‘13.10 ~ ’16.02

토 목

건 축

주 택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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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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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움건설은 대한민국 건설 문화 기여를 위해 창립 시기 부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혜움건설이 만들어 가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세상이 아름다운 건축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오복치과

청주시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라데팡스 쏠레이관

충청북도건축상 수상
라데팡스

2000년 

2001년 

2001년 



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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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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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A동 405호~A동 407호

(044) 864-2050

(044) 864-2054

TEL 
FAX

국립세종수목원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행정중심복합도시

어진중학교

다빛초교

새움중학교

11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정부세종청사

국립세종
도서관

세종호수공원

금강



www.hyeum.co.kr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A동 405호~A동 407호

(044) 864-2050           (044) 864-2054TEL                                   F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