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24, ㈜제일건설 TEL 063)858-1234 FAX 063)85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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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은 1988년 창립 이래 최고의 기술력과 고품질의 건축물들을 완공시켜
전라북도는 물론 수도권 등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건설업계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 명품명가의 자부심을 이어가겠습니다.
제일종합건설은 창립 1989년 이래 토목건축사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주택건설업, 주택분양 및 임대사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제일건설의 또 다른
가족회사입니다.
에버종합건설은 2003년 창립한 전문 디벨로퍼로 성장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로서
토목건축업, 주택건설업, 주택분양 및 임대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제일건설과 제일
종합건설의 가족회사입니다.

Create a new tomorrow Ever new
새로운 내일을 창조하는 에버의 새로움

내일을 위한 가치창조, 에버종합건설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정확히 예측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디벨로퍼로서 성장해온 에버종합건설이
더 나은 미래를 위래 더 큰 도약을 합니다.

함께 여는 세상을 더 윤택하게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에버종합건설 파워,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합니다.

회사명 : 에버종합건설

•

대표이사 : 최산성

회사개요 Firm Profile

•
•
•
•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24
설립일 : 2003년 2월 5일

사업목적 :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주택분양 및 임대업
부동산개발업

CONSTRUCTION HISTORY OF 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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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Services Lounge

진취적인 도전정신으로
힘찬 내일을 여는 새로운 길

에버의 새로움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시작된 에버의 젊은 도전정신은
가치를 창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왔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도 불굴의 의지로 젊은 비전을 만들어온

에버의 새로운 길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버의 젊은 패기로 모두에게 힘이 되는 가치창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젊은 에버의
젊은 비전이
더 큰 세상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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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5. 29 부동산개발업 등록(전북150010)

2015. 02. 06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전북-주택2015-0004)

2011. 10. 31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24(중앙동2가) 주소변경(도로명주소)
2007. 03. 06 (주)에버종합건설 상호변경

전북 익산시 중앙동 2가 7-1 본사이전

2006. 07. 05 4대 대표이사 최산성 취임

전북 익산시 남중동 102-1 제일빌딩3층 본사이전

2006. 01. 26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01-0329)
2005. 12. 20 2대 대표이사 김상수 취임
2004. 10. 25 2대 대표이사 조진규 취임

2003. 02. 05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6-19 대웅빌딩 402호

(주)현연걸설 설립 초대 공동대표이사 김진우, 조진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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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에너지로
무한 가치를
더 크게 창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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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 Energy EVER Construction

에버의 무한 파워로 여는 새로운 가치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에버의 무한 에너지가 시작됩니다
앞선 생각 진취적인 도전정신이 기반이 되는 무한가치 창조,
사람과 환경 그리고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새로운 가치가
되어 미래도시를 더 풍요롭고 유택하게 합니다.

젊은 기업 에버종합건설의 무한 에너지의 가치창조는 계속됩니다.

■ 심볼마크

에버건설의 심볼마크는 EVER라는 사명감에서 느껴지는
에버건설의 한결같은 마음과 단단한 시공력을 상징한다.
색상은 에버건설(파랑)과 고객(주황), 환경(초록)을 뜻하며,
전체적인 형상은 활짝 피어나고 있는 꽃을 표현하고 있으
며, 중심을 지나고 있는 무한대 기호는 에버건설의 무한한
가치와 에버건설 건축물의 무한한 내구력을 뜻한다.

■ 로고타입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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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니춰 국문

■ 전용색상

PANTONE 294C

PANTONE Cool Gray 8 C

PANTONE 144C

PANTONE 660C

PANTONE 376C

에버종합건설의 무한 에너지는 현장에서

눈부신 도시의 가치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에버종합건설의 열정은 무한한 에너지가 되어 도시를 대표하는

최고의 건설작품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토목건축에서 주택건설, 주택분양과 임대사업

까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풍요로운 미래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 초기부터 철저한 분석과 냉철한 판단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가치창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먼저 제시하는 에버종합건설의 무한
에너지를 현장에서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PUBLIC SERVICE & OFFICE

공공업무, 판매, 특수시설

2.

1.

1. 전주 지방법원 남원지원 증축공사
Client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Location :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141번지
Date : 2007.08~2007.11
Gross Area : 342㎡
Stories : 1~3FL
2. 오수 민속장터 복원공사
Client : 임실군청
Location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일원
Date : 2005.12~2007.02
Gross Area : 3,800㎡

3.

4.

5.

6.

3. 신일전기사옥
Client : (주)신일전기사
Location : 전북 익산시 남중동 222-15
Date : 2016.08~2017.02
Gross Area : 665㎡

4. 전주교도소 미결수용동 증축공사
Client : 법무부
Location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99
Date : 2008.10~2009.10
Gross Area : 2,863㎡
Stories : B1~3FL

5. 제이스크린골프장
Client : 제이임대
Location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52번지
Date : 2009.04~2009.08
Gross Area : 1,123.41㎡
Stories : 1~5FL
6. 창인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Client : 익산시청
Location : 전라북도 익산시 창인동 1가 114-27
Date : 2008.11~2009.10
Gross Area : 1,988.55㎡
Area : L=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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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 U C AT I O N & W E L FA R E
& R E S E A R C H & C U LT U R E

교육, 복지, 연구, 문화

1.
2.
3.

1. 봉동 중앙교회
Client : 대한예수교 장로회 봉동중앙교회
Location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53
Date : 2013.03~2013.12
Gross Area : 3,300㎡
Stories : B1~4FL

2. 남사당 전용공연장 건립공사
Client : 안성시청
Location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산31
Date : 2009.03~2010.05
Gross Area : 4,117.59㎡
Stories : 2F
3. 원불교 동영교당
Client : 재단법인 원불교
Location :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529
Date : 2007.04~2007.11
Gross Area : 1,098.48㎡
Stories : 1~2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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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9.

10.

4. 진안 국민 체육센터
Client : 진안군청
Location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339-1
Date : 2011.12~2013.03
Gross Area : 1,911㎡
Stories : 1~2FL

5. 군산기계공고 기숙사 실습실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Client : 군산교육지원청
Location : 전라북도 군산시 송풍동 925-3
Date : 2011.08~2012.02
Gross Area : 471.41㎡
6. 한의관 및 한의전문관 리모델링 공사
Client : 원광대학교
Location : 전라북도 신용동 344-2
Date : 2011.07~2011.10

7. 상산고등학교 교육학습장 증축공사
Client : 상산고등학교
Location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260
Date : 2010.09~2011.07
Gross Area : 763.56㎡
Stories : 1~3FL
8. 전광교회
Client : 대한예수교장로회
Location :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698-4
Date : 2008.03~2008.09
Gross Area : 1,078.48㎡
Stories : FL1~3FL

9. 삼림박물관 보완 조성공사
Client : 전북산림환경연구소
Location :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서마리일원
Date : 2007.09~2007.12
Gross Area : 180.64㎡
Stories : 2FL

10. 원불교 중앙중도훈련원 리모델링공사
Client : 중앙훈련원
Location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648-1
Date : 2006.09~2007.03

EDU & WELFARE & CULTURE

교육,

복지,

문화

1.

2.
3.
4.

1.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공사
Client : 전라북도청
Location : 전북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463-10
Date : 2018.04-2018.09
Gross Area : 2,674㎡
Stories : B1~3FL
2. 주현교회 종교시설
Client : 주현교회
Location : 전북 익산시 주현동 174-4
Date : 2020.09-2021.04
Gross Area :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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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디한방병원
Client : 마디빌딩
Location : 전북 익산시 남중동 533-25
Date : 2020.03-2020.11
Gross Area : 1,594㎡

4. 구천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Client : 무주군청
Location : 전북 무주군 삼공리 411-10
Date : 2017.09-2018.07
Gross Area : 게이트볼장 A=672㎡(1층), 마을회관 A=133㎡(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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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ER

기

타

FACILITIES

시

설

1.
2.
3.
4.

1. 관리도 선착장 설치공사
Client : 군산시청
Location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지내
Date : 2007.07~2008.05
Area : 선착장설치1식
2. 신풍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Client : 완주군청
Location :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70번지
Date : 2016.11~2017.05
Gross Area : L=104m
3. 유정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Client : 전라북도청
Location : 전북 정읍시 감곡면 유정리
Date : 2015.06~2016.12
Gross Area : 0.73Km, B=10.5~12.5m
4. 고창법지 3지구경지정리공사
Client : 한국농어촌공사
Location :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자포리
Date : 2010.11~2011.06
Area : 82ha

H O U S I N G

공

동

W O R K S

주

택
시행실적

1.
3.

5.

4.

2.

6.

1. 남원 오투그란데 퍼스트시티
Households : 449 units
Location : 전라북도 남원시 신정동 116-3번지외
Date : 2020.10.26 ~ 2023.01.31
Gross Area : 78,023.17㎡
Stories : B2~15FL 8Group
2. 신풍 오투그란데
Households : 154 units
Location : 전라북도 김제시 신풍길 146
Date : 2018.08.01 ~ 2021.01.12
Gross Area : 22,452.58㎡
Stories : B2~20FL 3Group

3. 부안 봉덕 오투그란데
Households : 198 units
Location : 전라북도 부안군 오리정로 162-58
Date : 2017.07.13 ~ 2019.09.18
Gross Area : 29,953.63㎡
Stories : B1~20FL 2Group

4. 어양 3차 오투그란데
Households : 155 units
Location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21길 31
Date : 2017.12.14 ~ 2020.05.25
Gross Area : 21,761.77㎡
Stories : B1~27FL 3group
5. 평화 제일 오투그란데 에버
Households : 171 units
Location : 전라북도 익산시 번영로10길 31
Date : 2018. 09. 14
Gross Area : 19,253.24㎡
Stories : B1~15FL 3Group

6. 어양 제일 오투그란데 에버
Households : 55 units
Location :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12길 17
Date : 2016.12.27 ~ 2018.10.31
Gross Area : 6,755.49㎡
Stories : B1~15FL

시공실적

어양 3차 오투그란데
Households : 155 units
Location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21길 31
Date : 2017.12.14 ~ 2020.05.25
Gross Area : 21,761.77㎡
Stories : B1~27FL 3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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