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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대우푸르지오
1차아파트

재경빌딩

CS제일은행

문정고등학교

주성파크뷰
(주)목양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 테라타워

(주)목양엔지니어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추탄로 38, 유담빌딩 3층

3F, 38, CHUTAN-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KOREA

TEL. 063-229-8025   FAX. 063-229-8052전북사옥

(주)목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48, 미래타워 3층 

3F, 48, JACHISAEM-RO, HWASUN-EUP, HWASUN-GUN, JEOLLANAM-DO, KOREA

TEL. 061-372-1000    FAX. 061-372-2002전남사옥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금강펜테리움IT타워(관양동 810) A타워 10층

10F, KEUMKANG PENTERIUM IT TOWER, 282, HAKEUI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KOREA

TEL. 070-7733-0700   FAX. 031-463-3083본 사

(주)목양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타워 A타워 8층, 9층(문정동, 테라타워)

8F, A-167, SONGPA-DAERO, SONGPA-GU, SEOUL, KOREA

TEL. 02-2054-8911   FAX. 02-2054-8914서울사옥



   

PROJECT_ 토목CM

토목CM 연도별 주요프로젝트

                   

양주옥정 A-20(2),(3)BL 공동주택 공공임대리츠

울산송정지구 A-2BL 공동주택

울산송정지구 B-3블록 공동주택 공공임대리츠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5BL 및 
평택소사벌지구 B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양주옥정 A21-1,2BL 공동주택

판교 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

시흥 장현지구 A-11BL 공동주택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P3블럭 주상복합

시흥 장현지구 A-2,10BL 공동주택 공공임대리츠

평택 고덕지구 A-11BL 공동주택 기업형 임대리츠

건축설계 연도별 주요프로젝트

PROJECT_ 건축CM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초고층)

청량리 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초고층)

화성봉담 2지구 A3블록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인천 청라국제도시 M1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안산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창원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전주 만성지구 B-2BL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부산 초량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익산종합운동장 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평택 유류저장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CM 연도별 주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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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만족이 우리의 JOB입니다!

세상에 없던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Your satisfaction is our JOB!
We will make a world that is not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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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위치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규모

구조방식

주차대수

협력설계

(주)포스코건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판교창조경제밸리 공공지원시설용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22,827.00㎡

10,699.66㎡

79,268.93㎡

46.87%

227.09%

지하2층~지상8층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635대

(주)디에이그룹건축사사무소

(주)睦陽은 믿음, 소통, 배려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축적과 연구개발을 
통해 건설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이래 국방 군사시설분야 및 공동주택, 공공업무시설분야 CM/감리 전문업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 기술인력을 대거 확보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EPMS(전사적 멀티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을 구축

하여  사용자의  만족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관련 회사로는 드물게 차입금이 전혀 없는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기업은 살아 남을 수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맞서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고, ‘하면된다’ 는 정신을 갖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더라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 사고로 고객과 사회가  모두 

만족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용기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만족이 우리의 JOB입니다!

세상에 없던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About Company 
기업소개

<신용평가등급> <병역특례업체지정> <EPMS 관리시스템> <일 . 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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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Company 
법인소개

| 라이선스 현황

    · 건축사업무신고 필증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연혁

  · 2000_ 법인설립 / 건축사업무신고 / 건축감리 전문회사 등록

  · 2009_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ISO9001, ISO14001인증 획득

  · 2010_전기종합감리업 등록 / 전문소방감리업 등록 / 일반소방시설설계업 등록

  · 2011_ 해외건설업 신고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연혁

  · 2016_법인설립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 일, 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선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선정

| 라이선스 현황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주요 임원진

| 연혁

     · 2016_ 법인설립 / 건축사업무신고 / 일반건설업(건축공사) 등록

   · 2017_전기 전문감리업 등록 / 전문소방감리업 등록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 

                일, 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선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선정

| 라이선스 현황

   · 건축사업무신고필증    · 일반건설업(건축공사)면허    · 전기 전문감리업

| 주요 임원진

  

| 연혁

   · 2017_법인설립 / 건축사업무신고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 일, 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선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선정

   · 2012_녹색기술인증

  · 2013_공공측량업 등록

  · 2014_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 전기 전문설계업1종 등록

  · 2015_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 병무청 지정업체(연구기관)선정

  · 2017_일, 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선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선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용역기관 등록

(주)목양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 서울 법인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 경기 법인 (주)목양엔지니어링 - 전북 법인

(주)목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전남 법인

울산송정지구 A-2BL 공동주택 현상설계

| 주요 임원진

·  허만택 부회장  
동아대학교 건축공학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 울산지역 본부장 등 역임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감리처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관리처장ᅵ기술총괄처장    
대한건축학회 정회원ᅵ한국콘크리트학회 정회원

 · 이강선 부회장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본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건설처장
LH토지주택대학 교수역임
(전)조달청 품질평가위원ᅵ(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심의위원
(현)SH공사 품질평가위원ᅵ건축시공기술사

| 라이선스 현황

· 건축사업무신고필증

· 전기 전문설계업 1종

·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 공공측량업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일반산업기계 / 정보통신 / 구조 / 토질지질 /

   설비/품질시험 / 도로공항 / 조경 / 교통 /

   상하수도 / 수질관리 / 수자원개발 / 도시계획)

·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 전력시설 감리업 등록증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증

· 해외건설업 등록증

· 건설기술 용역업 등록증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건축분야)

CM 라이선스 현황설계분야 라이선스 현황

  업무분야

   · 공동주택 주거설계(LH, SH 등)
   ·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CM)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 건축 /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CM)
   · 공공 /국방분야 설계 

  업무분야

 · 홍준 이사  
    원광대학교 토목공학
    범우건설엔지니어링(주)ᅵ(주)세화엔지니어링
    (주)한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전주시 공동주택 원가심사 자문위원
    전주시 설계자문위원 ᅵ토목시공기술사

 · 이석봉 부회장  
원광대학교 도시공학 석사
익산시 도시개발과장ᅵ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전라북도 관광개발부장ᅵ김제시 부시장 역임
(현)전주대학교 연구교수ᅵ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정회원
대한 토목학회 정회원ᅵ한국 방재협회 정회원

 · 모기만 부사장  
원광대학교 토목공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 전남, 충남본부 개발업무 총괄
전북혁신도시사업 총괄
전라북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ᅵ김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책사업(새만금)자문단 위원

  업무분야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토목분야 설계(새만금단지/택지/항만분야)
   · 건설사업관리(CM)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지자체

  업무분야  업무분야

   · 공공건축 및 지자체 설계
   · 건축 및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CM)
   · 종합시공 및 시행

  업무분야  업무분야

 · 전문소방감리업          ·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 김명일 본부장
    광주대학교 건축공학
    전남대학교산업대학원 건축공학 석사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백봉순 본부장
      전남대학교 건축학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기술연구소장
     광주광역시 건설심의위원
     화순군 지방건설심의위원
     건축시공기술사

 · 정현아 본부장
    전남대학교 건축공학
    건축사사무소 라움 대표이사
    ㈜휴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광주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광양시 건축계획심의위원, 건축사

진도 국민안전체험관 현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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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睦陽은 꾸준한 기술력 축적과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만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건축설계를 비롯하여, BTL,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향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자 중심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품질시스템을 구축하여, 2009년 5월 20일 ISO9001/

ISO14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기존의 건축설계 및 감리서비스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및 

CM(Construction Management) 사업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풍부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춘 건설사업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여 고객만족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믿  음 소  통 배  려

기업 Slogan

  학회협회 Members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한국건설관리학회 정회원
한국콘크리트학회 정회원
2010 한국환경자원공사 설계자문위원
2010 아산시 설계자문위원
2012 성남시 설계자문위원
2012 국방부 특별건설기술 심의위원
2015 전북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

김  경   옥
 대표이사 / 회장

    학력 Education
전남대학교 공학석사
조선대학교 공학박사

    경력 Career
육군 공병(중령) | 엘지건설(주)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종합 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주)지에이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CEO Message 
CEO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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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History 
연 혁

저희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는 창립이래 창의적 사고와 소통을 바탕으로 건축주의 의도에 부합하는 맞춤형 설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와 살아가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공간을 이해하고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 모두가 소망

하는 건축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양건축의 미래입니다.

목양건축은 건축설계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냅니다.

이를 위해 목양건축은 상호 믿음을 바탕으로 솔직하고 진솔한 소통을 추구하며 건축주의 염원을  실현하고자 건축가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양건축의 설계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목표를 분석하고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한 미래지향적인 감동을 재현합니다.

건설사업의 신뢰받은 동반자로서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약속합니다.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저희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축적해 온 각종 Know-how를 집약한 업무수행 매뉴얼을 

토대로 최적화된 Construction Management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발주기관별 특성을 고려하고 특화된 사업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 출신의 전문 

기술자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진정한 동반자로서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EPMS(전사적 

멀티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만족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저희 목양건축은 성공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술부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각 부문별 기술자로 구성된 전문팀이 참여하여 분석 및 전략적인 

수행방법을 제안하여 사업비 절감은 물론 최적의 품질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The loftier the building,
the deeper must the foundation be laid.
 

A Faithful Partner of All Construction Project.

2017 l 09.27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선정
(제2017-4호)

10.10
주택도시보증공사 용역기관 등록(안전진단분야) 

2015 l 엔지니어링사업자 분야 추가 등록
(제E-09-003025호)도시계획분야

04.21
병무청 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12.29

엔지니어링사업자 분야 추가 등록
(제E-09-003025호)상하수도분야

12.04

공공측량업 등록(제03-000866호)
12.03

10.22
엔지니어링사업자 분야 추가 등록
(제E-09-003025호)교통분야

02.09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교량 및 터널, 건축분야)

2016 l 05.23
법인 본점 소재지 변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1004호 
(관양동, 금강펜테리움IT타워)

04.18
엔지니어링사업자 분야 추가 등록 수질관리, 
수자원개발분야(제E-09-003025호) 

2014 l 녹색기술 인증 (GT-14-00197호, 
내화피복 및 유해가스 저감을 위한 
PS도입 파형웨브 합성보기술)

10.30

전기전문설계업 1종 등록
10.01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07.11

07.07
엔지니어링사업자 분야 추가 등록
(제E-09-003025호)품질시험,
도로공항, 조경분야

2013 l

01.17
엔지니어링사업자 분야 추가 등록
(제E-09-003025호)교통분야

06.10
엔지니어링사업자 분야 추가 등록
(제E-09-003025호) 도시계획분야

05.31
엔지니어링사업자 분야 추가 등록
(제E-09-003025호) 상하수도분야

공공측량업 등록(제 03-000866호)
03.14

2012 l 한국 CM협회 가입

(CMAK-A-12-231)

05.24

사옥 확장이전
04.20
녹색인증 확정(GT-12-00093)
05.17

2011 l 해외건설업 신고(제672호)
07.0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제2011210141호)

10.01

2010 l 11.26
전기종합감리업 등록 

11.01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 

09.28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 

전기등록

2009 l

05.20
ISO9001 / ISO14001 인증획득, 인증범위 
: 건축, 토목, 주택의 설계, 감리 및 안전진단

09.0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E-09-
003025호),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정보통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제9102-1403호)

06.26

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제-8-종합-29호)
06.09

12.202000 l 건축사업무 신고

건축감리전문회사 등록
(제-8-건축-29호) 

10.01

설계

CM(Construction Management)

Business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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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형  준
기획전략부문장/사장

07

풍부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춘

건설사업 최고의 전문가!
국내 최고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목양그룹은 세상의 없던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  교  문
국방전략본부장/전무

09

박  종  관
국방전략처장/부회장

03

허  만  택 
주택전략처장/부회장

01

김  지  은
경영지원부문장/사장

08

이  재  각
특수전략처장/부회장

04

이  강  선
공공전략처장/부회장

02

한  석  만
CM관리본부장/전무

10

이  석  봉
토목전략처장/부회장

05

이  상  열
토목전략본부장/상무

12

김  지  영
경영전략처장/사장

06

전  승  준
대외협력본부장/상무

11

10

Directors & Architects
임원소개

01 허만택 주택전략처장/부회장  

동아대학교 건축공학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 울산지역 본부장 등 역임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감리처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관리처장ᅵ기술총괄처장

대한건축학회 정회원ᅵ한국콘크리트학회 정회원

03 박종관 국방전략처장/부회장  

육군사관학교

육군 준장 예편ᅵ합참연합사 공병부장

육군공병학교장 역임

국방시설 연구협회 부회장

05 이석봉 토목전략처장/부회장  

원광대학교 도시공학 석사

익산시 도시개발과장ᅵ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전라북도 관광개발부장ᅵ김제시 부시장 역임

(현)전주대학교 연구교수ᅵ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정회원

대한 토목학회 정회원ᅵ한국 방재협회 정회원

02 이강선 공공전략처장/부회장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본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건설처장

LH토지주택대학 교수역임

(전)조달청 품질평가위원ᅵ(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심의위원

(현)SH공사 품질평가위원ᅵ건축시공기술사

04 이재각 특수전략처장/부회장  

육군사관학교ᅵ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 박사

육군 준장 예편ᅵ기무사 2처장 국방부 기무부대장 역임

한국정보보호학회 정회원

06 김지영 경영전략처장/사장  

동국대학교 건축학 석사

건국대학교 국방획득전문가 과정수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교육위원회 위원

대한건축학회 정회원ᅵ한국콘크리트학회 정회원

한국화재소방학회 정회원ᅵ한국방재학회 정회원

07 김형준 기획전략부문장/사장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 학사ᅵ석사ᅵ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축학회 정회원ᅵ한국콘크리트학회 정회원

한국화재소방학회 정회원ᅵ한남대학교 산학자문위원
연구실적 : SCI 3편국제저널 10건, 국내논문 30편, 등록특허 21건

09 김교문 국방전략본부장/전무  

해군사관학교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기계공학 석사

해군 중령 예편ᅵ국방부 시설국 품질평가담당ᅵ(주)GS건설 

국방시설본부 사업관리담당ᅵ공조냉동기계기술사

2015 국방부 특별건설 기술심의위원

11 전승준 대외협력본부장/상무  

공군사관학교ᅵ연세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공군 중령 예편ᅵ18정비시설 대대장

91전대 건설지휘소장ᅵ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

국방시설본부 평가 과장

08 김지은 경영지원부문장/사장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 석사

엘지건설(주)ᅵ(주)지에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한건축학회 정회원ᅵ대한건축학회 기술위원 

한국방재학회 정회원ᅵ한국콘크리트학회 정회원

10  한석만 CM관리본부장/전무  

원광대학교 건축공학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전북지역본부 현장관리 총괄

건축시공기술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문위원

12  이상열 토목전략본부장/상무 

단국대학교 토목공학, 수원대학교 토목공학 석사

(주)한국종합기술ᅵ(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하이콘엔지니어링

NCS기반 자격 훈련과정개발기준 개발위원

·학력 Education

·경력 Career

·학회/협회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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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덕  래 
부사장

15

이  명  수
부사장

16

김  영  강
부사장

14

백  봉  순
전남전략본부장

18

13

황  인  식
고문

모  기  만
전북전략본부장/부사장

17

최  권  호
공공설계본부장/이사

21

이  병  욱
주택전략본부장/이사

19

홍  준
이사

20

송  종  욱
수주기획본부장/이사

22

박  진  수
주택설계본부장/이사

23

김  창  겸
토목전략본부/이사

24

13 황인식 고문  

육군사관학교

육군 소장 예편ᅵ육군 공병학교장

육군본부 공병감실 공병감ᅵ현대건설

15 조덕래 부사장  

부경대학교 건축공학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본부장ᅵ국토교통부 서울청 

수원국토 소장ᅵ국토교통부 원주청 건설관리 실장 

부산지방철도청 설계감독

17 모기만 전북전략본부장/부사장  

원광대학교 토목공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 전남, 충남본부 개발업무 총괄

전북혁신도시사업 총괄

전라북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ᅵ김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책사업(새만금)자문단 위원

14 김영강 부사장 

인하대학교 토목공학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도로/교통 팀장ᅵ
한국도로공사 보령지사장ᅵ중부선/영동선/중부내륙선 

개량공사 사업단장ᅵ한국도로공사 부처장

아스팔트포장학회 정회원

16 이명수 부사장  

서일대학 건축학

법무부 부이사관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개선 T/F위원

달성군 도시계획 자문위원

18 백봉순 전남전략본부장 

전남대학교 건축학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기술연구소장 

광주광역시 건설심의위원ᅵ화순군 지방건설심의위원 

건축시공기술사

19 이병욱 주택전략본부장/이사  

수원대학교 토목공학

한국토지주택공사

21 최권호 공공설계본부장/이사  

영동대학교 건축공학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23 박진수 주택설계본부장/이사  

한경대학교 건축공학, 한양대학교 건축공학 석사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강남종합건축사 사무소

20 홍준 이사  

원광대학교 토목공학

범우건설엔지니어링(주)ᅵ(주)세화엔지니어링

(주)한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전주시 공동주택 원가심사 자문위원

전주시 설계자문위원ᅵ토목시공기술사

22 송종욱 수주기획본부장/이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구조 석사ᅵ하이구조기술사사무소

한국강구조학회 정회원ᅵ한국공간구조학회 정회원

24 김창겸 토목전략본부/이사  

홍익대학교 토목공학, 홍익대학교 토질 및 기초 석사

(주)도화엔지니어링ᅵ(주)서영엔지니어링

(주)삼우CM건축사무소

경기도시공사 토목분야 자문위원 경기도 사전재해위원

오산시 건축위원ᅵ도로 및 공항기술사 

풍부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춘

건설사업 최고의 전문가!
국내 최고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목양그룹은 세상의 없던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Directors & Architects
임원소개

·학력 Education

·경력 Career

·학회/협회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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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6

| 건축사 39

| 건축시공기술사 52

| 건축구조기술사 2

| 건설안전기술사 5

| 건설사업관리전문가 115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4

| 토목구조기술사 4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12

| 토목시공기술사 38

| 화약류관리기술사 2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6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2

| 철도신호기술사 1

| 특급기술자 264

| 고급기술자 110

| 중급기술자 48

| 초급기술자및관리직 38

전체인원
460명

LH 분야 임원소개

국방 분야 임원소개

| 김학진 전무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건설 사업자문단, 

서울시 자재(공법) 선정위원, 건축시공기술사,

건양대학교 외래교수, APEC엔지니어

| 이강일 전무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한국건설관리공사,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관리처장

| 최종오 전무  
연세대학교 산업정보경영학 석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기설계처 부장, 

건설기술교육원 교수(본부장),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임영흠 전무 
홍익대학교 건축공학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시공기술사

| 백춘기 전무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현 상무  
서울산업대학교 건축학
한국토지주택공사

| 김용태 상무 
영남대학교 토목공학
한국토지주택공사

| 김용 상무 
동신실업대학 건축학
한국토지주택공사

| 김동기 상무  
동양공업대학 기계공학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 임헌돈 상무  
국민대학교 기계공학

한국토지주택공사

| 정하용 상무  
영남대학교 조경학
한국토지주택공사

| 최현술 상무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
한국토지주택공사

| 윤동진 이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사

| 김지우 이사  
호원대학교 건축공학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재근 이사  
경기대학교 건축공학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대호 이사 
중앙대학교 건축공학
한국토지주택공사

| 김기철 이사  
영남대학교 토목공학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남기 이사  
조선대학교 기계공학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윤현배 부사장 

육군사관학교

육군 대령 예편, 수도방위사령부 공병단 단장, 

합참본부 공병계획 과장, 건축품질시험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단장   

| 원용호 부사장

육군사관학교, 연세대학교 토목공학 석사, 

Arizona State University 토목공학 박사

육군 대령 예편, 육군3사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육군3사관학교 교수부 기획과장, 

육군3사관학교 명예교수, 토목구조기술사 

| 심원흠 부사장 

육군3사관학교

제2군사령부 군수참모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화랑무공훈장수상

| 서범식 전무 
육군3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운영분석학 석사

육군 대령 예편, 수도방위사령부 공병단 단장, 

합참본부 공병계획 과장,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단장,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정병기 전무   
육군3사관학교

육군 중령 예편, 국방대학교 시설계획총괄, 

2군수사 군수참모, 군인공제회 공사감독,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 김충식 전무

해군사관학교

해군 중령 예편, 해군 항공단 시설대장, 국방부

시설국 설계심의 담당, 해군본부 시설감실 관재과장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 

| 조대연 전무
육군공병학교

육군 소령 예편, 토목시공기술사

| 황석호 전무   
한양대학교 건축과
해군 소령 예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 이덕경 전무 
한양대학교 건축과

육군 소령 예편, 건축시공기술사

| 박영대 전무

육군공병학교

육군 소령 예편, 토목시공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 문종태 전무
한양대학교 토목공학

국방시설본부 사무관  

| 김수성 전무

육군사관학교, 

고려대학교 도시 및 지방행정학 석사

육군 대령 예편, 건축시공기술사  

| 방관식 상무
한양대학교 자원공학,

미국 해군 대학원 물리학 석사

육군 대령 예편, 토목시공기술사, 

화약류관리기술사

| 이용길 상무

육군사관학교

육군 중령 예편, 토목시공기술사  

| 정득영 상무 

육군3사관학교, 전북대학교 행정학 석사

육군 중령 예편, 이라크 평화재건사업단 

공병대대장,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 총괄, 

건축시공기술사

| 심부수 상무 

공군사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

91전대 건설지휘소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현대건설(주), 건축시공기술사

| 임경묵 상무 
공군사관학교, 영남대학교 건축학, 

연세대학교 건축구조학 석사

공군 중령 예편, 건축구조기술사

| 추현엽 상무 

계명대학교 건축공학,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 석사

공군 소령 예편, 91전대 건설공사 감독, 

국방부 신청사 건설감독, 건축시공기술사

| 김충한 상무 
국민대학교 건축학

육군 소령 예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담당,

건축시공기술사

| 오영표 상무

해군사관학교, 서울대학교 건축학, 연세대학교

건축학 석사,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박사

해군 중령 예편, 건축시공기술사

Specialized Technicians 
전문기술자보유현황

·학력 Education

·경력 Career

·학회/협회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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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 Interview
언론보도

 

Press Release / Interview
언론보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기업,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선두주자가 되다!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김 경 옥 회장

2016년 3월, 건설기술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해 제정된 ‘건설기술인의 날’을 맞아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김경옥 회장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국가건설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 표창을 받은 그는 함께 노력해 온 (주)목양의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직원들과의 소통을 우선시 여기고 기술 개발을 통해 끊임없는 성장세를 보인 (주)목양. 

현재보다 미래가 더 궁금한 (주)목양의 내일을 김 회장에게 들어보았다.

지속적인 성장의 비결,
우수 기술개발인력과 아낌없는 투자!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주)목양)는  

꾸준한 기술력 축적과 연구개발을 통해 2000

년 설립이후 다양한 건축설계 및 BTL, 연구

용역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목양을 이끄

는 김경옥 회장은 이순의 나이에 건축사 자격

을 취득하며 회사설립 이후 목양을 기술력있

는 회사로 성장시켰다.

(주)목양의 성장 비결을 묻자 김 회장은 우수

한 기술개발인력이 있기에 가능 했다고 밝혔

다. (주)목양은 자체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

며 석·박사로 구성 된 7명의 기술 개발전담인

력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현재 20여건의 특허

가 등록, 3건의 특허 출원 중에 있으며, 1건의 

건설신기술, 3건의 녹색기술을 지정 받았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건설기술

전문가라 할 수 있는 100여명의 건축사 및 기

술사들과 함께 개발된 기술을 실제현장에 적

용 가능하도록 개선 및 향상 시켰다. 우수한 

기술 개발 인력뿐만 아니라 (주)목양의 성장에

는 김 회장의 아낌없는 투자가 큰 몫을 해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현재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국가연구과제 2건과 내화기준 개선을 위한 국

가연구과제 1건 등 총 3건의 국가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향

상을 위한 김회장의  아낌없는 투자로 그는 대

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하기 위한 지원과 국가 

연구과제에 적극 참여 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

설업 경기가 끊임없는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

데, (주)목양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

세를 보이고 있다. 김 회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내실을 다질 뿐만 아니라 국가적, 세계적 

정책에 부합되는 친환경 녹색기술의 개발로국

가에이바지할수있는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주)목양은 ‘고강도 콘크 리트기둥의 폐

기물 절감 무피복 내화 공법’을 비롯하여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비부착 내진보강공법을 이용

한 폐기물 감량화 기술’ 및‘내화피복 및 유해가

스저감을위한 PS도입 파형웨브 합성보 기술’ 

등 친환경 녹색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현

재는 재활용이 가능 하나 화재에는 취약한 강

재의 단점을 보완 하는 ‘슬롯형 무피복 CFT

공법’을 개발, 상용화 하기 위한 준비 중이다.

“저를 비롯한 목양의 임직원들이 기술 개 발과 

투자에 힘쓰는 것은 단순히 당사의 수익증대

와 자기만족을 위하는 것이 아닌 건설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건설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건

설산업 및 건설기술 발전의 선두주자가 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적 으로 드높일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

‘햇볕 아래 화목하자’라는 의미를 품은 ‘목양 

(睦陽)’. 사명 그대로 (주)목양은 이해와 배려

를 근본으로 냉바람만 부는 건설업계에서 온

기를 불어 넣고 있다. 김경옥 회장은 건축물

을 대하는데 있어 ‘감성’과 ‘소통’을 통한 접근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축물의 

형태와 특성이 다양하듯, 건축주가 원하는 스

타일 역시 다양 할 수 있기때문에 무엇보다 발

주자가 원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소통 해

야한다는뜻이다.(주)목양은 설계 및 감리업무

를 수행할 때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축주가 원하는 방향

을 기술적으로 접근하여 최선의 건축물을 건

립해 나가고 있다.

김 회장의 소통 철학은 직원들에게도 이어 진

다. ‘내가 가는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즐거우면 

내가 즐거울 것’이라 말하는 그는 직원들의 

의견을  항상 귀기울이며 직원들의 업무 효율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항상 모색한다. 

직원의 성장이 곧 회사성장의 밑거름인 만큼 

업무효율을 높여주며 직원들이 다양한 방면에

서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 사고로 아낌 없

이 투자하여 고객을 비롯한 회사구성원 모두

가 만족할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회사의 

이윤창출도 중요하지만 구성원의 발전과 

화합 그리고 상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노력이 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소신 있

는 회사 운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용기 있게 

전진하면 많은 분들이 (주)목양종합건축사사

무소가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

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의 사업 분야

를 넓혀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

할  계획이라고 밝힌 김경옥 회장. 그는 토목

분야 설계 및 CM용역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와 실적확보를 통해 종합설계 및 CM 전문회

사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매사 끝까

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다했기 때문에 지금

의 자리를 설 수 있었다는 김경옥 회장. 최고

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 (주)목양종

합건축사사무소. 앞으로 그의 끊임 없는 활보가 

국내 건설기술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기대된다.

최선영 기자 csy@monthlypeople.com

대한민국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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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 환경기술 개발에 앞장서 온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김형준 사장/

이하(주)목양)가 ‘2016년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표창

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주)목양은 2000년 설립 이후 꾸준한 기술력 축적과 연구개발을 통해 건축설계 및 

BTL, 연구용역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해 왔다. 특히 건축 및 토목분야 설계와 건설

사업관리 및 감리업무에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투자를 통해 업계 선도기업

으로 자리매김했다.

‘2016년 대한민국건설환경기술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표창 수상!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김 형 준 사장

3. 한국건설관리학회 이사위촉 4. 한국건축시공학회 부회장 위촉 5. 한남대학교 건축자문위원 위촉 

1.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표창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운영위원 선임

일반적으로 초고층빌딩의 기둥은 내화 성능을 갖춰야 된다. 이를 위해 

콘크리트 기둥에 내화  페인트를 칠하거나 내화보드로 감싸는 시공을 한다. 

그러나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콘크리트 기둥 자체만으로도 내화 성능

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경옥)가 녹색기

술인증을 받은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의 폐기물 절감 무피복 내화공법’이

다. 이 공법은 콘크리트에 강섬유나 PP(폴리프로필렌)를 함유해 타설하

는 방법이다. 아울러 기둥 주근을 보강하는 가로 방향의 띠철근 대신에 

와이어로프를 나선형으로 감는다. 이 때문에 기둥 단면을 줄여도 될 정도

로 구조적 강도 또한  높아진다. 특히 기존 공법보다 폐기물을 30% 이상 

줄일 수 있어 친환경 기술로 꼽힌다. 목양종합건축사무소는 침체한 건설 

시장 속에서도 차별화한 기술로 꾸준한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4

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이 60%에 달한다. 2000년 감리전문업체로 창립한 

이 회사는 건축설계와 CM(건설사업관리) 용역,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CM 용역 분야에서는 수주액 기준으로 선두

권에 있는 업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주요 임원을 비롯해 현장 기술자 

다수가 군 공병 병과에서 적게는 수년, 최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

고 있다”며 “국방 CM·감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가장 완벽히 충족할 수 있

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설기술연구소를 두고 R&D(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면서 기술을 계

속 축적해 온 것도 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다. 목양종합건축사 사무소는 특

허 14건과 녹색기술인증 3건, 건설신기술 1건을 보유하고 있다.

목양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는 “친환경 기술들을 활용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한다”며 “환경 친화적 건축·토목 시설물을 건

립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건설 산업의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양은 올해 발주 예정인 분산형 CM 용역에도 참

여해 설계 및 CM 용역 전문업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진다는 각오다. 

녹색성장 우수사례!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시사투데이 / 2015년  09월 25일]

2015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CM/감리분야 전문성 확보 사업 다각화에 박차!

2015 녹색성장 우수사례 폐기물 30% 이상↓기둥 내화공법 머니투데이

㈜목양은 건설관련 R&D에 집중하기 위해 부설기술연구소를 두고 석·박

사로 구성된 7명의 기술개발전담인력을 배치,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의 폐

기물절감 무피복 내화공법’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비부착 내진보강공법

을 이용한 폐기물 감량화 기술’ ‘내화피복 및 유해가스 저감을 위한 PS도

입 파형웨브 합성보 기술’과 같은 녹색인증기술 3건을 비롯해 건설신기술 

1건, 20여건의 등록특허 등을 보유했다. 현재 재활용이 가능하나 화재에는 

취약한 강재의 단점을 보완하는 ‘슬롯형 무피복 CFT공법’을 개발, 상용화

를 눈앞에 뒀다. 김형준 ㈜목양 대표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내실을 다

질 뿐만 아니라 국가적, 세계적 정책에 부합되는 친환경 녹색기술의 개발

로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리더쉽에 기술력이 더해진 ㈜목양은 국방 CM/감리 전문업체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특히 군 공병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예비역 출

신 CMr을 대거 고용해 작전업무 수행 등 군의 특수성을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방부와 소통해 다수의 국방 공공시설의 설계/

CM을 완벽히 수행했다. 이밖에 LH, SH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시설

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공업무시설의 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로 사업영역을 넓혔다. 최근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 CM

용역 ▲용사의집 재건립 위탁개발사업 CM용역(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 건설공사와 같은 공공업무시설 ▲하남

미사 A25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광주우산지구 행복주택 현상설계(이상 

LH) 등 주택시설 수주에 성공해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

련했다. 김형준 ㈜목양 대표는 “건축물과 마주할 때 ‘감성’과 ‘소통’을 통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축물의 형태와 특성이 다양하

듯, 건축주가 원하는 스타일 역시 다양할 수 있기에 발주자가 원하는 방향

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소통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목양은 

설계 및 감리업무에 나설 때 건축주가 원하는 방향을 기술적으로 접근해 

최선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어 김 대표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 사고로 아낌없이 투자해 고객을 비롯한 회사 구성

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힘써 왔다”며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최

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건축과 토목분야의 설계 

및 CM용역에 지속적인 참여와 실적확보를 이끌어내 종합설계 및 CM전

문회사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앞으로 국내 건설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

을 끼칠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후원하고 머니투데이가 주최하는 창조혁신기업에 선정!

[국토일보 / 2016년 07월 15일]

건설환경기술상 |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표창 [2016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국토일보

시사투데이

 

[머니투데이 / 2015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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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과테말라시티)

콜롬비아

방글라데시(다카)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콜롬보)

모잠비크(마푸토)

탄자니야(잔지바르)

아제르바이잔(바쿠)

몰도바

대한민국(서울)

1. 개발도상국 정보접근센터 신규 구축
4개국 4개소추진규모

1) 베트남 : 타이응웬 대학(타이응웬 소재)
2) 콜롬비아 : 콜롬비아 UNIMINUTO 대학교(보고타 소재) 
3) 몰도바 : 키시나우 정보통신부 건물(키시나우 소재)
4) 미얀마 : 네피도 우체국(네피도 소재)
      정보화교육장, 인터넷라운지, 세미나실 등을 구비한 정보접근센터
      (약 100평 규모內 PC약60대, 사무기기, 화상회의장비 등 설치) 구축 지원

2. 개발도상국 정보접근센터 유지 · 보수 
5개국 5개소추진규모

1) 과테말라 : 과테말라시티 산까를로스 대학(과테말라시티 소재) 
2) 모잠비크 : 마푸토 기술개발센터(마푸토 소재)
3) 스리랑카 : 국립경영교육원(콜롬보 소재)
4) 아제르바이잔 : 국립 바쿠대학교(바쿠 소재)
5)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공과대학(다카 소재)
      2008년 구축된 5개 정보접근센터의 노후시설 업그레이드
      IT 기자재 교체 및 업그레이드, 내 · 외관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개발도상국 정보접근센터 KOICA 프로젝트(9개국)

3. 개발도상국 철도개량 프로젝트 건설사업관리

1) 미얀마 : 미얀마 양곤순환선(YCR) CP102 철도개량
                프로젝트 건설사업관리 용역     

4. 개발도상국 신 교통시스템 개발 및 역세권 개발사업 참여 

1) 탄자니아 : 잔지바르 신 교통시스템 개발 및 역세권 개발 사업 참여

Overseas work
해외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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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위촉현황
●  2007 광명시 설계자문위원

●  2007 의왕시 정책자문위원

●  2007 광명시 정책자문위원

●  2010 아산시 설계자문위원 위촉

●  2010 한국환경자원공사 설계자문위원 

●  2012 광명시 설계자문위원

●  2012 오산시 건축심의위원

●  2012 안양시 건축심의위원

●  2014 국방부 군공항 이전사업 설계자문위원

●  2015 국방부 특별건설심의위원

●  2015 전라북도 설계자문위원

●  2016 SH공사 품질평가위원

●  2016 국방부 특별건설심의위원 

●  2017 국방부 특별건설심의위원

설계분야 라이선스 현황
● 건축사업무신고필증

●   ISO(국제표준인증원, 2011년 5월 25일)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제 2011210141호, 
2011년 3월 22일)

●  전기 전문설계업 1종

●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 공공층량업(제 03-000866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제E-09-003025호, 
2009년 9월 4일) (일반산업기계/정보통신/구조/
토질지질/설비/품질시험/도로공항/조경/교통/ 
상하수도/수질관리/수자원개발/도시계획)

CM 라이선스 현황
●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  전력시설 감리업 등록증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E-09-003025호)

●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증

●  해외건설업 등록증(제672호)

●  건설기술 용역업 등록증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건축분야)

신기술 현황
●  공동주택 실내 구획용 원목합성 칸막이틀 제작

●  설치공법 건축단지 조경용 식생담장 설치 구조

●  건축물 천정 내부 스치로폼 체결구조

●  하향식 피난구

●  횡구속 및 하이브리드 섬유혼입을 통한 고강도 

●   콘크리트의 내화성능 향상공법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합성슬래브

●  건축물 기초 공사용 구조물 

●  건축단지 지하주차장 기둥보호 구조물 

●  건축물 비탈면 옹벽 보호 구조

●   하향식 피난구용 피난 사다리 합성슬래브       
또는 일반슬래브의 실내 바닥 미장층 균열억제 
시스템

[신기술 지정증서]
(682호,130117~180116)

[녹색기술인증서](GT-14-00197호) [녹색기술인증서](GT-12-00093호)[녹색기술 인증서]
(GT-13-00058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확인서]

[2014 한국경영혁신우수기업][2015 대한민국 우수기업 인증]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서]

[ISO 14001, 2004] [ISO 9001, 2008][2016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2015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New Green Technologies
상훈 / 신기술 / 녹색기술 현황

License Reviewer Appointment 
라이선스 / 심의위원 위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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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위치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규모

구조방식

주차대수

협력설계

(주)포스코건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판교창조경제밸리 공공지원시설용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22,827.00㎡

10,699.66㎡

79,268.93㎡

46.87%

227.09%

지하2층~지상8층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635대

(주)디에이그룹건축사사무소

PROJECT

당신의 만족이

우리의 JOB입니다!

세상에 없던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시맥락을 고려한 랜드마크형 스카이라인

자연의 흐름을 통해 두 단지를 묶는 녹지축

공원

천보산

단지 내 문화가로광장을 통한 커뮤니티 향상

Sequence

Your satisfaction is our JOB!

We will make a world that is not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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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Location

Building use

Site Area

Building Area

Gross Floor Area

LH

Yangju, Korea

Residential / Retail

37,472.00㎡ / 45,853.00㎡

5,328.35㎡ / 6,750.03㎡

67,440.27㎡ / 82,530.92㎡

Building Coverage Ratio

Floor Area Ratio

Floors

Structure

Parking

14.22% / 14.72%

179.98% / 179.99%

B1~31F / B1~29F

RC

846 Cars / 1,070 Cars

Yangju Okjeong A-205 (2), (3) BL Public Rental

|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율정.회정.덕정동 10개동 일원

| 규   모  | 지하1층~지상29층(1,424세대)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연   도 | 2017

양주옥정 A-20(2),(3)BL 공동주택 공공임대리츠
Yangju Okjeong A-20(2), (3)BL Public Rental 

도시와 사람, 사람과 자연, 자연과 도시를 잇는 양주옥정지구
건축, 문화, 자연, 사람이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

MOKYANG
Architectural 
Design 
Building

>건축설계
Architectural 
Design

>건축CM
Construction 
Management Of 
Building

>토목 CM
Construction 
Management Of 
Civil

건설사

위치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규모

구조방식

주차대수

계룡건설산업(주) + (주)태영건설

경기도 양주시 양주옥정 택지개발지구 내 A20(2),(3)BL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7,472.00㎡ / 45,853.00㎡

5,328.35㎡ / 6,750.03㎡

67,440.27㎡ / 82,530.92㎡

14.22% / 14.72%

179.98% / 179.99%

지하1층~지상31층(619세대) / 지하1층~지상29층 (901세대)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846대 / 1,070대

조경

토목

기계

전기/통신

구조

소방

시공

견적

친환경

토탈디자인

협력설계

CA조경

고려씨티에이

건창기연

지화기술단

에스엔씨에이치엔지니어링

융도엔지니어링

상아매니지먼트컨설팅

현대적산엔지니어링

에코엔지니어링

디오인스.포럼

(주)토문건축사사무소

도시맥락을 고려한 랜드마크형 스카이라인

자연의 흐름을 통해 두 단지를 묶는 녹지축

공원

천보산

단지 내 문화가로광장을 통한 커뮤니티 향상

Sequence

도시맥락을 고려한 랜드마크형 스카이라인

자연의 흐름을 통해 두 단지를 묶는 녹지축

공원

천보산

단지 내 문화가로광장을 통한 커뮤니티 향상

Sequence

도시맥락을 고려한 랜드마크형 스카이라인

자연의 흐름을 통해 두 단지를 묶는 녹지축

공원

천보산

단지 내 문화가로광장을 통한 커뮤니티 향상

Sequence

Sit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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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송정지구 A-2블록  

| 규   모  | 지하1층~지상19층(946세대)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연   도 | 2017

울산송정지구 A-2BL 공동주택
Ulsan Songjeong A-2 BL public housing

>건축설계
Architectural 
Design

>건축CM
Construction 
Management Of 
Building

>토목 CM
Construction 
Management Of 
Civil

울산송정지구 B-3블록 공동주택 공공임대리츠
Ulsan Songjeong B-3 BL Public Rental Plant

By securing the pitch of building and large-
scale open space as well as planning an open 
view, we intended to bring in as much of the 
nature as possible inside the complex.

인동거리 확보,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고, 
열린 조망 배치계획을 통해 자연환경을 단지내부로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Located at the center of traffic network, near Ul-
san-Pohang highway, Donghaenambu Line, and 
Ulsan Airport, it offers excellent living environment 
with urban infrastructure such as a site planned for 
Ujeong Innovation City, Bukgu Modularization Indus-
trial Complex, and Polytechnic College.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동해남부선 및 울산공항에 인접한 교통의 
중심이며 인근에 우정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북구모듈화 일반
산업단지, 폴리텍대학 등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었습니다.

|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 B3BL

| 규    모 | 지하1층~지상25층(404세대)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연   도 | 2017



30 31MOKYANG_ARCHITECTS&ENGINEERS

발주처

위치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규모

구조방식

주차대수

협력설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양주시 회천동 양주옥정택지개발지구 A21-1,2블록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1,997.00㎡/57,760.00㎡

3,840.38㎡/7,456.80㎡

80,396.21㎡/146,090.48㎡

12.00%/12.91%

179.21%/177.56%

지하1층~지상29층/지하1층~지상2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726대/1,306대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주)한빛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주)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

|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회천동 양주옥정택지개발지구 A21-1,2블록

| 규   모  | 지하1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연   도 | 2016

|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5BL / 평택소사벌 지구 내 B-1BL

| 규   모  | 지하2층~지상29층(1,257세대) / 지하1층~지상25층(566세대)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연   도 | 2016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5BL 및 
평택소사벌지구 B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Sejong City M-SBL and Pyeongtaek Sosabeol B1-BL 
public housing with private participation 

>건축설계
Architectural 
Design

>건축CM
Construction 
Management Of 
Building

>토목 CM
Construction 
Management Of 
Civil

양주옥정 A21-1, 2BL 공동주택
Yangju Okjeong A-21-1, 2BL public housing

Located near the central administrative town and com-
mercial district, Sejong City M-5BL offers life infrastructure, 
convenient and efficient traffic environment, and rich green 
space that improve the quality of life.  

중앙행정타운과 중심상업지구가 가까이 자리한 우수한 생활여건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생활인프라. 막힘없이 편리한 교통환경 풍부한 
녹지 공간의 세종시 M-5BL입니다.

발주처

위치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규모

구조방식

주차대수

협력설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양주시 회천동 양주옥정택지개발지구 A21-1,2블록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1,997.00㎡/57,760.00㎡

3,840.38㎡/7,456.80㎡

80,396.21㎡/146,090.48㎡

12.00%/12.91%

179.21%/177.56%

지하1층~지상29층/지하1층~지상2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726대/1,306대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주)한빛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주)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

This site is characterized by the natural view of Cheonbo Mountain on the 
east and city view on the west. A central square was created inside the com-
plex to unite the two complexes. To the west of the central square, a park 
was created to induce resident participation while, to the east of the square 
where Cheonbo Mountain is located, a town forest was created to incorpo-
rate the nature into the city. 

해당 부지는 동측으로 천보산의 자연을 바라보고, 서쪽은 도시에 대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지 내에 중앙광장을 형성하여 두개의 단지가 하나되는 배치를 계획하였으며, 중앙광장
을 중심으로 도시에 대응하는 서쪽은 이웃참여 공원을 만들고, 천보산이 있는 동쪽으로
는 마을숲을 형성하여 자연과 도시를 품는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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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위치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규모

구조방식

주차대수

협력설계

(주)포스코건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판교창조경제밸리 공공지원시설용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22,827.00㎡

10,699.66㎡

79,268.93㎡

46.87%

227.09%

지하2층~지상8층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635대

(주)디에이그룹건축사사무소

|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일원

| 규   모  | 지하2층~지상8층(연면적 78,334.84㎡)

| 용   도 | 업무시설

| 연   도 | 2016 

Synergy up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
ministrat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cooperated to create syner-
gy effects within Pangyo Creative Economy 
Valley.

시너지업 /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 
과학부 3개의 부처가 서로 판교창조경제벨리 내에서 
협업하여 시너지효과를 주도록 했습니다. 

             

>건축설계
Architectural 
Design

>건축CM
Construction 
Management Of 
Building

>토목 CM
Construction 
Management Of 
Civil

판교 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
Pangyo Creative Economy Valley Business Support Hub

미래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첨단 IT 연구센터를 구현해낸 공간!

Pangyo Creative Economy Valley Business Support Hub

A space of state-of-art IT research center created by sophisticating infrastructure according to future environment change. 

MOKYANG
Architectural 
Design 
Building



34 35MOKYANG_ARCHITECTS&ENGINEERS

|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P3블럭

| 규   모  | 지하2층~지상37층(777세대)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연   도 | 2016

|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 규   모  | 지하1층~지상25층(1,292세대)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연   도 | 2017

시흥 장현지구 A-11BL 공동주택
Siheung Janghyeon A-11BL Public Housing 

Siheung Janghyeon is characterized by 
harmony between different buildings that 
integrate into the existing nature. The 
master plan was complet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space that is connected to the 
nature and the 500-year-old Noru Well. 

시흥장현은 기존 자연을 순응하여 각각의 동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군자산이라는 자연과 
연결되는 공간, 500년 역사의 노루우물을 고려하여 
마스터플랜이 계획되었습니다.

>건축설계
Architectural 
Design

>건축CM
Construction 
Management Of 
Building

>토목 CM
Construction 
Management Of 
Civil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P3블럭 주상복합
Sejong City 2-4 zone P3 BL residential complex  

To convey the meaning of modern AVALON 
on the building site that connects all living dis-
tricts within the Sejong 2-4 Zone, we created 
a space a space that enables more active and 
comfortable lifestyle within the city.
  
세종 2-4생활권 내에 모든 생활권을 연결해주는 중심
부에 위치한 대지에 현대적 아발론의 의미를 부여하여 
도시와 동떨어진 아일랜드적 공간이 아닌 도시속에서 
좀 더 활기차고 편안한 라이프를 추구 할 수 있는 공간
으로 담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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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 규   모  |  지하1층~지상20층(660세대)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연   도 | 2017

|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장현택지개발지구 A-2, 10블럭

| 규   모   | 지하1층~지상25층(786세대) / 지하1층~지상25층(526세대)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연   도 | 2017

시흥 장현지구 A-2, 10BL 공동주택 공공임대리츠
Siheung Janghyeon A2, A10 Public Rental Public Rental Plant

평택 고덕지구 A-11BL 공동주택 기업형 임대리츠
Pyeongtaek Godeok A-11BL corporate-type rental plant 

Communicating with the city and the nature, 
A11BL is expected to act as a venue that sat-
isfies and communicates needs of the residents. 
 
도시 및 자연과 교감하는 A11BL은 주민들이 니즈를 
충족하고 소통하는 기틀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축설계
Architectural 
Design

>건축CM
Construction 
Management Of 
Building

>토목 CM
Construction 
Management Of 
Civil

The scientific complex plan in this premium 
space was intended to enhance safety and 
refreshing environment and, thereby, improve 
the happiness of families. 

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과학적인 단지 플랜으로안
전과 쾌적함을 높여 주거의 만족을 높인 프리미엄 
공간입니다.

건설사

위치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규모

구조방식

주차대수

금호산업(주)

경기도 평택시 평택고덕지구 A-11BL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49,032.00㎡

8,764.13㎡

103,641.76㎡

17.87%

159.86%

지하1층~지상20층 (660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843대

조경

CG

PM

컨소시엄

협력설계

사람과 나무

코스펙에이비

청문

KB증권, 대한토지신탁

신영에셋, 두잉씨엔에스

(주)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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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옥정 A-20(2),
20(3)BL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공공임대리츠)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위        치| 경기도 양주시 옥정.율정.회정.덕정동 10개동 일원
|규        모| 지하2층~지상8층(연면적 78,334.84㎡)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울산송정 B-3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공공임대리츠)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 B3BL
|규        모| 지하1층~지상25층(404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평택고덕지구 A-11BL 기업형 임대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위        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규        모| 지하1층~지상20층(660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시흥장현지구 A-11블록 공동주택 설계공모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위        치|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규       모| 지하2층~지상8층(연면적 78,334.84㎡)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00부대 본청 설계용역(17-B002)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위        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및 화성시 비봉면 일원
|규        모| 지하2층, 지상3층, 4개동
|용        도| 국방시설

00부대 부대개편 설계용역(17-B066)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위        치|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 일원
|규        모| 지상1층, 지상2층, 23개동
|용        도| 국방시설

시흥 장현지구 A-2, 10BL 공동주택(공공임대리츠)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위        치| 경기도 시흥시 장현택지개발지구 A-2,10블럭
|규       모|  지하1층~지상25층(786세대) / 
                    지하1층~지상25층(526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16 

2016 

2017 

Architecture Design Projects 
건축설계 연도별 주요프로젝트

16-13-7 설계용역
|위       치| 화성시 황계동
|규       모| 4개동 
|용       도| 국방시설

특수전력 정예화사업 설계용역
|위       치|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 

|규       모| 병영생활관 1동 신축, 취사식당 1동 신축 외  

|용       도| 국방시설 

OO부대 병영생활관 설계용역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규       모| 통합병영생활관 1동 신축 외 

|용       도| 국방시설

군포송정 A-2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기술공모형 입찰(공공임대리츠)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위       치|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 일원
|규       모| 지하1층~지상 25층(542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창원자은3지구 S-1블럭 공동주택 
기술공모형 입찰 (공공임대리츠)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위       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일원

|규       모| 지하2층~지상25층(867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광주우산 행복주택건설사업 설계용역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99-1,2,3

|규       모| 지하2층~지상13층(364세대)

|용       도|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대구교정시설 건립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발  주  처| 금호산업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감문2리 833번지 일원
|규       모| 지하1층~지상3층
|용       도| 교정시설

평택서정 A-6블록 공동주택 설계용역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위       치|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장당동, 고덕면 등 일원
|규       모| 지하1층~지상25층(1,600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과천지식정보타운 S11블록 공동주택 
현상설계공모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위       치|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규       모| 지하1층~지상29층(1,600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6-충-방-6공구 설계용역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위       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일반 36, 36-2, 36-6

|규       모| 지상2층, 1개동
|용       도| 국방시설

인천청라국제업무지구 문화복지시설
|발  주  처| 이룸컴퍼니
|위       치| 인청광역시 서구 연희동 796-11번지
|규       모| 지하2층~지상13층(364세대) 
|용       도| 문화복합시설 

행정중심복합도시 2-1M5BL, 평택소사벌 
B1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위       치|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5BL / 
                  평택소사벌 지구 내 B-1BL
|규       모| 지하2층~지상29층(1,257세대) / 
                  지하1층~지상25층(566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영암군 330,300-2 설계용역
|위       치| 전라남도 영암군 상호읍 용앙리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지상4층, 15층 
|용       도| 주상복합,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OO부대 병영생활관 설계용역
|위       치|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규       모| 1개동 문화 및 집회시설 
|용       도| 국방시설 

OO부대 OO정비실습장 신축 설계용역
|위       치| 전남 영암군 용당리
|규       모| 1개동 
|용       도| 국방시설

판교 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 허브
실시설계 기술제안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일원 
|규       모| 지하2층, 지상8층 
|용       도| 업무시설

16-해병-생활관 신축 설계용역
|위       치| 김포시 동진읍 고정리 
|규       모| 7개동 
|용       도| 국방시설

김제 교육시설 설계용역
|위       치| 전북 김제시 신풍동
|규       모| 1개동 
|용       도|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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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문화원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위       치| 전라남도 영암군 상호읍 용앙리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용       도| 주상복합,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15-경-해-17 설계용역

|위       치|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규       모| 1개동 문화 및 집회시설 

|용       도| 국방시설

동진강마을 권역단위종합정비 H/W 설계용역

|위       치| 전남 영암군 용당리

|규       모| 1개동 

|용       도| 공공업무시설

238-B 사업 설계용역

|위       치| 강원도 인제군, 양구군 일대 

|규       모| 국방시설물 3개동 

|용       도| 국방시설

14-본-공-수용시설 설계용역

|위       치| 김포시 동진읍 고정리 

|규       모| 7개동 

|용       도| 국방시설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 설계용역

|위       치| 전북 김제시 신풍동

|규       모| 1개동 

|용       도| 교육연구시설

14-경-해 설계용역

|위       치| 화성시 황계동

|규       모| 4개동 

|용       도| 국방시설

삼례시장 현대화사업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규       모| 지하1층~지상2층 

|용       도| 판매시설

14-3-OO사 헌병대대 지원시설 설계용역

|위       치| 전라남도 영암 일원 

|규       모| 헌병대대 / 법원시설 신축 1개동 

|용       도| 국방시설

15-본-해-04 설계용역

|위       치| 강원도 동해시 

|규       모| 2개동 

|용       도| 국방시설

OO부대 아파트 신축 설계용역

|위       치| 강원도 인제군 

|규       모| 28평형(30세대) 

|용       도| 국방시설(공동주택)

화성동탄 제13초등학교 신축설계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용       도| 교육연구시설

마포 오피스텔 설계용역

|위       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규       모| 지하5층~지상20층 

|용       도|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에코시티 설계용역

|위       치| 전북 김제시 신풍동

|규       모| 1개동 

|용       도| 교육연구시설

오산세교 2지구 A-7BL 공동주택 현상설계

|발  주  처| LH공사

|위       치|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일원

|규       모| 지하1층~지상15층(1,136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하남미사 A25BL 아파트 건설공사

|발  주  처| LH공사

|위       치| 경기도 하남시 망원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규       모| 지하2층~지상 29층(688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광주광역시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계획(안)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일대

|규       모| 지하2층~지상35층, 14개동 

|용       도|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15-전-해-8공구 O함대 헌병대대 지원시설
신축 설계용역

|위       치| 전라남도 영암군 상호읍 용당리

|규       모| 지상2층 

|용       도| 국방시설

15-경-공-10 설계용역

|위       치|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규       모| 1개동 문화 및 집회시설 

|용       도| 국방시설 

전주하가초등학교 외 2개교 신축공사 
설계공모 3건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용       도| 교육시설

2015 
14-본-육 교체시설 설계용역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규       모| 지상3층 

|용       도| 국방시설

전주시 고사동 아파트 신축 설계용역

|위       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일대 

|규       모| 지하1층~지상21층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00부대 부대개편공사 설계용역

|위       치| 전남 영암군 용당리

|규       모| 1개동 

|용       도| 국방시설 

2014 

2013 
OO부대 독신숙소 개수 설계용역

|위       치| 강원도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규       모| 지상5층, 7개동 

|용       도| 국방시설

13-강2-해-2 전투지원시설 설계용역

|위       치| 강원도 동해시 

|규       모| 지하1층~지상2층 

|용       도| 국방시설 

OO부대 시설사업(1공구) 설계용역

|위       치| 강원도 화천군 등 5개 지역

|규       모| 36개동 

|용       도| 국방시설 

12-강2-공3 통합무기고 4건 등 설계용역

|위       치| 강원도 강릉시

|규       모| 지상 1층 6개동, 지상 2층 1개동 

|용       도| 국방시설

해병2사단 노후배관교체 등 3건 설계용역

|위       치| 인천시 강화군 

|규       모| 방호시설 26건, 장애물고 신축 49건 

|용       도| 국방시설 

13년 표준설계도 작성용역

|위       치| 전 지역에 대해 공통 적용 

|용       도| 국방시설 

향해 종합 훈련장 설계용역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규       모| 4개동 

|용       도| 국방시설

12-남-해1 OO지역 교육훈련 설계용역

|위       치| 인천시 옹진군 

|규       모| 5개 훈련장 

|용       도| 국방시설 

13-B003(군악대대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위       치| 서울시 동작구

|규       모| 지하1층~지상3층 

|용       도| 국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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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for City Tower and Complex 
Facility in Cheongna International City 

The 453m-tall City Tower, designed based on crystal 
form, and the shopping and culture complex will raise 
the reputation of Cheongna International City and 
contribute to the local economy b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시티타워의 외관을 크리스탈 모양으로 디자인한 453m 높이의 
시티타워와 쇼핑·문화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 
인천공항의 관문으로서 청라국제도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외자유치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축설계
Architectural 
Design

>건축CM
Construction 
Management Of 
Building

>토목 CM
Construction 
Management Of 
Civil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초고층)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for City Tower and 
Complex Facility in Cheongna International City 

|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 규   모  | 지하2층~지상25층/높이 448m, 연면적 58,230.97㎡

| 용   도 | 관망탑(전망대), 판매시설 

| 연   도 | 2017

43MOKYANG_ARCHITECTS&ENGINEERS

MOKYANG
Archite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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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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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화성봉담2지구 공공택지지구 내

| 규   모  | 지하1층~지상22층(1,388세대)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연   도 | 2015

| 발주처 |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47번지 일원

| 규   모  | 지하7층~지상65층(아파트 1,436세대, 오피스텔 528호)

| 용   도 |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부대복리시설

| 연   도 | 2017

청량리 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초고층)
Cheongnyangni 4 Renovation District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화성봉담 2지구 A3블록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for Hwaseong Bongdam District 2,  
A3 BL Apt. building 

Hwaseong Bongdam District 2 offers excellent accessibility, thanks to the con-
nection with Suwon-Gwangmyeong expressway, Gwacheon-Bongdam ur-
ban highway, Bongdam-Dongtan expressway, and National Road 43. 

화성봉담2지구는 수원광명고속도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봉담-동탄고속도로, 국도43호선 
등 기존 도로망이 연결된  접근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건축설계
Architectural 
Design

>건축CM
Construction 
Management Of 
Building

>토목 CM
Construction 
Management Of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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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54번지 외

| 규   모  | 지하3층~지상35층(2,017세대)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연   도 | 2016 

| 발주처 | 아이에스동서(주)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청라국제도시 M1블록

| 규   모  | 지하2층~지상37층(1,163세대)

| 용   도 |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부대복리시설 

| 연   도 | 2015 

인천 청라국제도시 M1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Construction of residential complex in M1 BL, Cheongna International City, Incheon

안산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Organization for reconstruction of Ansan Gunja LH complex 6 

Emphasizing comfort and refreshing environment, Ansan Gunja LH  
complex 6 was built so that all apartments would face the south, maximiz-
ing ventilation, and a car-free park created on the ground.  

안정과 쾌적한 환경에 중점을 둔 안산 군자주공6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으며 이를 통해 통풍을 극대화하였으며, 지상에는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했습니다.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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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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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fficiency apartment, built next to residen-
tial apartment buildings in a mega-scale residential 
complex, not only offers similar structure and func-
tions as general apartments but also allows residents 
to use various community, convenience, and com-
mercial facilities. 

초대형 주거복합단지에 아파트와 함께 들어서는 오피스텔로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과 편의시설, 상업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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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for comprehensive 
medical complex(step 2)

| 발주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30-1외 

| 규   모  | 연면적 51,959.04㎡, 공공 / 민간시설, 사회서비스시설 구축 

| 용   도 | 업무시설, 의료시설

| 연   도 | 2016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for comprehensive medical complex(step 2)

의료행정타운·주민복지시설을 포함한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동부 서울의 전략 거점지역으로 개발!!

>건축설계
Architectural 
Design

>건축CM
Construction 
Management Of 
Building

>토목 CM
Construction 
Management Of 
Civil

The resting space for residents such as small park and public 
space near the medical complex as well as a new metro exit for 
Junggok Station will maximize convenience for the local resi-
dents.  

종합의료복합단지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상 소공원 ․ 공공공지 등 지역주민
들을 위한 휴게공간과 중곡역 지하철 출입구 1개소 신설 등이 계획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OKYANG_ARCHITECTS&ENGINEERS

MOKYANG
Architectural 
Design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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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 전북개발공사

|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만성지구 내

| 규   모 | 지하1층~지상20층(832세대)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연   도 | 2016

| 발주처 | 창원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0번지 일원

| 규   모 | 지하2층~지상29층(1,036세대)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연   도 | 2015  

>건축설계
Architectural 
Design

>건축CM
Construction 
Management Of 
Building

>토목 CM
Construction 
Management Of 
Civil

창원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사업
Reconstruction project for Changwon Yongho district 5 

전주 만성지구 B-2BL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Construction management project for Jeonju Mansung District B-2BL public rental apt

Construction management project for Jeonju 
Mansung District B-2BL public rental apt.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산책을 즐기는 조경 설계-
자연으로 가득한 전주만성지구에서 일상은 힐링이 
됩니다.

Green lifestyle surrounded by refreshing na-
ture, park, and cultural space!
Simply visiting the place will add to your pride. 

공원과 문화공간등에 둘러싸인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그린라이프생활!
이곳에 오시는 것만으로 또하나의 남다른 자부심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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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종합운동장 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Iksan Stadium renovation 

>건축설계
Architectural 
Design

>건축CM
Construction 
Management Of 
Building

>토목 CM
Construction 
Management Of 
Civil

| 발주처 | 전라북도 익산시

|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397(익산공설운동장)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주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경기장 및 관람장)

| 연   도 | 2017

| 발주처 | 국방시설본부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미군부대 내

| 규   모  |  탱크 복토 10,636㎥, 5만배럴 유류저장탱크 2기, 제어동 외

| 용   도 | 국방시설

| 연   도 |  2016

| 발주처 | 초량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위   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43-4번지 일원

| 규  모  |  지하5층~지상40층(아파트 856세대, 오피스텔 220호)

| 용   도 |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부대복리시설

| 연   도 | 2016

부산 초량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Urban environment reorganization project for Busan Choryang district 1-3

평택 유류저장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Pyeongtaek oil storage facility 

Spend more time with family and neighbors 
via various communities that focus on health, 
hobby, learning, parenting, etc. 
Busan Choryang APT Community allows resi-
dents to enjoy higher cultural life. 

건강, 취미, 학습,육아 풍요로운 커뮤니티로 가족, 이웃과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입주민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돕는 부산초량APT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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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제11중학교 신축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경기도시공사

|위       치|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규       모| 지하1층~지상5층(연면적 12,900㎡)

|용       도| 교육연구시설

군포송정 A-1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위       치| 경기도 군포시 군포송정 택지지구

|규       모| 지하1층~지상25층(720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다산진건 A-A2블록 따복하우스 주택건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경기도시공사

|위       치| 다산신도시 내 진건지구

|규       모| 지하1층~지상29층(974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마곡지구 9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위       치| 서울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규       모| 지하2층~지상16층(1,529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논산내동2 (C-1BL) 민간참여 공동사업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위       치|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규       모| 지하1층~지상19층(770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행정중심복합도시 2-1M3BL 아파트건설공사 
9공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남면, 금남면, 동면

|규       모| 지하1층~지상29층(1,080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서초4동복합주민센터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발  주  처| 서초구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규       모| 지하3층~지상7층

|용       도|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경주용강1 주거복지동 건설공사 1공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위       치| 경상북도 경주시 승삼1길

|규       모| 지하1층~지상16층(232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조달청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규       모| 연면적 24,732㎡

|용       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천안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 통합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98

                 (문화동 112-1번지)일대   

|규       모| 지하3층~지상43층(451세대) / 

                  공공시설 지하 4층~지상10층

|용       도| 공동주택, 공공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벌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보성군

|위       치| 전남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663-2번지 일원

|규       모| 지상2~9층

|용       도| 전통시장 및 공동주택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초고층)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2동 청라국제도시 내

|규       모| 지하2층~지상25층

|용       도| 복합시설물

2017 

익산종합운동장 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전라북도 익산시 

|위       치|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규       모| 지하1층~지상3층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운동장) 

분산형 건설사업관리용역(강원-1)
(17-A005)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위       치| 강원도 지역

|규       모| 독신숙소 신축 등 20건

|용       도| 국방시설

분산형 건설사업관리용역(충청-2)
(17-A002)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위       치| 충청북도, 충청남도 천안시, 세종시

|규       모| 정비고 신축 등 80건

|용       도| 국방시설

농성 SK-VIEW Central 아파트 신축공사

|발  주  처| 농성지역주택조합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260번지 일원

|규       모| 지하2층~지상29층(842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

|발  주  처|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위       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54 외 4필지   

|규       모| 지하3층~35층(2,017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남양주 묵현5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발  주  처| 남양주화도현대지역주택조합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산156-3외     

|규       모| 지하2층~지상35층(1,620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버레이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       치| 2018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경기장 및 

                  비경기장 일원    

|규       모| 올림픽경기장 및 비경기장 베뉴 전체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면목3주택재건축정비사업

|발  주  처| 면목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위       치|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64-10 일대

|규       모| 지하2층~지상30층(1,505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신축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발  주  처| 조달청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상서동 일원

|규       모| 지하1층~지상5층

|용       도| 교육연구시설

광주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발  주  처|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위       치|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 236번길 16일원

|규       모| 지하2층~지상34층(2,336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청주 테크노폴리스 A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발  주  처| (주)신영

|위       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주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규       모| 지하1층~지상25층(336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정읍첨단 A1-3BL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위       치|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정읍첨단과학단지 A1-3BL

|규       모| 지하1층~지상16층(600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전라북도

|위       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34-5번지 외

|규       모| 지하1층~지상2층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청량리 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초고층)

|발  주  처|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위       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47번지 일원

|규       모| 지하7층~지상65층(아파트 1,436세대, 오피스텔 528호)

|용       도|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부대복리시설

안산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규       모| 지하3층~지상29층(1,005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동작 흑석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흑석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규       모| 지하4층~지상23층(545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서울시 북부여성창업프라자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서울틀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규       모| 지하1층~지상3층(연면적 6,021.03m2) 

|용       도| 교육연구시설

Building Construction Management Projects
건축CM 연도별 주요프로젝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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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A6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티에스광교(주)

|위       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규       모| 아파트 8개동(446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천안 청당동 301-1 한양수자인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주)에스티포럼 

|규       모| 지하1층~지하25층(999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주월송 A-3블록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규       모| 지하1층~지상21층(788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하남 현안2지구 C1블럭 에일린의 뜰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아이에스동서(주) 

|규       모| 지하1층~지상25층(754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구리갈매 제1초, 중학교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규       모| 지상5층 

|용       도| 교육 및 연구시설 

화성봉담 2지구 1공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규       모| 지상22층(1,388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경기도 화성시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규       모|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연면적 258,986㎡)

|용       도| 추모시설

용사의집 재건립 위탁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규       모| 연면적 40,698.09m², 숙박시설, 

                  컨벤션 외 부대시설 

|용       도| 숙박시설 및 컨벤션센터 외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규       모|  연면적 51,959.04m2, 업무시설, 판매시설

                  사회서비스시설 등

|용       도| 의료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외 

경남혁신 A-3블록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규       모| 지하1층~지상20층(1,256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청사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용       도| 공공업무시설

천안 직산한양수자인2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직산한양수자인 2차 지역주택조합

|규       모| 지하1층~지상25층(387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광주 북구 연제동 골드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수범건설(주) 

|규       모| 지하1층~지상20층(299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두산중공업 경화직장주택 조합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두산중공업 경화동직장주택조합

|규       모| 지하3층~지상15층(457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강릉유천 A-1, 2블록아파트 건설공사 
1, 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규       모| 지상25층(1,144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청라 국제도시 M1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아이에스동서(주)

|규       모| 지하2층~지상37층(1,163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국토발전전시관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국토교통부 

|규       모| 지하1층~지상5층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관)

죽곡 청아람 5단지아파트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대구도시공사 

|규       모| 742세대 연면적 89,256m²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강남 개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감리용역

|발  주  처| 개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규       모| 지하3층~지상35층(1,957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광주 신창지구 대라수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대라주택건설(주) 

|규       모| 지상20층(166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경상CM-3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규       모| 신영사업(16비 오수관거 개선등) 50건

|용       도| 국방시설

15-충-CM-1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규       모| 신영사업 82건, 대보수 10건 

|용       도| 국방시설

영등포 문래동 모아미래도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주)미래도건설

|규       모| 지하2층~지상18층(222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고양 삼송지구 A-10블록 동일스위트2차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주)동일스위트 

|규       모| 지하2층~지상25층(834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15 2014 
경산신대 우미린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우미건설(주)  

|규       모| 지하1층~20층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농촌진흥청 안보교육관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조달청 

|규       모| 지하1층~지상2층 

|용       도| 교육연구시설

원주혁신 C-2블럭 중흥 S클래스프라디움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주)시티종합건설 

|규       모| 지하2층~지상20층(850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4-301 군 관사 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규       모| 지상4층(72세대)

|용       도| 국방시설(공동주택)

태화동 2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발  주  처| (주)한국토지신탁 

|위       치| 경북 안동시 태화동

|규       모| 지하1층~지상15층(133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4-강원-CM-2 건설사업관리
(CM-2차) 용역(A007)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위       치| 강원도 지역

|규       모| 신영공사 22건, 보수 34건

|용       도| 국방시설

부산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규       모| 2개동, 연면적 4,797.95m² 

|용       도| 공공업무시설

주민종합복지타운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발  주  처|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 미래복지재단

|규       모| 지하2층~지상6층

|용       도| 노유자시설

14-경상-CM-1 건설사업 관리(CM)용역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규       모| 신영공사 37건, 보수 30건 

|용       도| 국방시설

14-강원-CM-3 건설사업 관리(CM)용역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규       모| 신영공사 14건, 보수 38건 

|용       도| 국방시설

군산지역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규       모| 4개부대 건축 등 공사 

|용       도| 국방시설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감리용역

|발  주  처| 용호 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규       모| 지하2층~29층(1,036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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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지구 7단지 아파트 및 등촌동 
장기전세주택 책임감리용역 

|발  주  처| 서울주택도시공시(SH공사) 

|규       모|  지하1층~지상15층(374세대)  

                    지하2층~지상15층(54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광주전남혁신도시 B11블럭 우미린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주)우심산업개발, (주)우선건설 

|규       모| 지하1층~지상20층(1,078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한국교통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발  주  처| 한국교통대학교 

|규       모| 학생 생활관 지상9층 

|용       도| 교육 및 연구시설

전주 반월동 그린개발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유)그린개발

|규       모| 지하1층~지상15층(177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동청주 세무서청사 신축공사 시공감리용역

|발  주  처| 동청주세무서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용       도| 공공업무시설

육군000교체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규       모| 6개지역 (8개대대) 000교체시설사업 133개동 

|용       도| 국방시설

OO부대(전북지역)분산형 
건설사업관리(CM)용역 (2013-A011)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규       모| 신영공사 13건, 대보수 19건

|용       도| 국방시설

2013 

2012 
평택소사벌 A3BL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책임감리용역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규       모| 지상23층(1,191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고양 원흥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책임감리용역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규       모| 지상21층(1,584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9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주)유승종합건설 

|규       모| 지하2층~지상29층(663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동원 로얄듀크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주)동원개발

|규       모| 지상25층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육군000 교체시설 CM용역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규       모| 6개지역(8개대대) 000교체시설 사업 133개동 

|용       도| 국방시설

영광 숲 안에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주)와이종합건설 

|규       모| 지하2층~지상15층(111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해군000부대 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규       모| 신축 1개동, 개보수 1개동, 부속시설 1식

|용       도| 국방시설

아산용화 엘크루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대우조선, 해양건설(주) 

|규       모| 지하2층~지상26층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구평 영무예다음 2차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주)영무건설 

|규       모|  지하2층~지상19층(550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가야국 역사루트재현 연계자원개발사업 
CM용역

|발  주  처| 고령군청 

|연  면  적| 106,845m²동 신축 외  

OO시설단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규       모| 신영공사 23건, 대보수 28건 

|용       도| 국방시설

전남 광주지점 재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조달청 

|규       모| 지하2층, 지상4층 

|용       도| 업무시설

첨단2 지구 A4블럭 호반 베르디움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호반베르디움(주)

|규       모| 지하1층~지상15층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창원 무동 도시개발 사업지구 21BL-1L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일신건영(주) 

|규       모| 지하2층~지상22층(451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전라북도 전주시 

|규       모| 1종 육상 경기장, 야구장 , 전시장, 컨벤션, 호텔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OO사업 시공감리용역(2009-3059)

|발  주  처| 국토교통부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연면적 5,705m²)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관)

09-장보고-2단계 시설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

|발  주  처| 해군중앙경리단 

|규       모| 5개동 

|용       도| 국방시설

익산배산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공사 

|발  주  처| 전북개발공사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12 
광주 광산구 장덕동 세영 리첼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세영종합건설(주) 

|규       모| 지하1층~지상25층(536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군산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주변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발  주  처| 전라북도 군산시

|규       모| 27개동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체험학습관 신축공사 
시공감리용역

|발  주  처| 조달청 

|규       모| 지하1층~지상3층

|용       도| 교육 및 연구시설

육군 부평관사 BTL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발  주  처| 부평통일빌리지(주) 

|규       모| 지하1층~지상24층(457세대) 

|용       도| 국방시설(공동주택)

범어 숲 화성파크드림S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주)영무건설 

|규       모| 지하4층~지상35층(404세대)

                  오피스텔 99실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서산 예천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주)대우건설 

|규       모| 지하2층~지상20층(706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10 
동해관사 및 병영시설 BTL사업 
전면책임 감리용역

|발  주  처| (주)대양해군

|규       모| 관사12개동, 병영시설 1개개, 간부숙소3개동

|용       도| 국방시설(공동주택)

신념권역 거점면 소재지마을 
종합개발사업 시공감리용역

|발  주  처| (주)태림종합건설 

|규       모| 지상2층 

|용       도| 판매시설

동양동 우남 푸르미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

|발  주  처| (주)우남씨앤씨

|규       모| 지하1층~지상15층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0-S-전면책임감리용역

|발  주  처| 해병대사령부 

|규       모| 4개동 

|용       도| 국방시설

상무대지역 전면책임감리용역(2010-3024)

|발  주  처| 육군중앙경리단 

|규       모| 10개동 

|용       도| 공용청사, 국방시설

10-B-전면책임감리용역

|발  주  처| 해병대 제9691부대 

|용       도| 국방시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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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동명 e-다음 신축공사

|발  주  처| (주)에이피비건설

|규       모| 지하1층~25층(635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광주 봉선동 더쉴1단지아파트 신축공사

|발  주  처| (주)한국토지신탁 

|연  면  적| 18,356.3697m²

|규       모| 지하1층 ~지상13층(71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구미 남동동 금오 산어울림2단지 신축공사

|발  주  처| 아시아신탁(주) 

|연  면  적| 43,262.192m² 

|규       모| 지하1층~지상17층(277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대구 신서화파크 드림아파트 신축공사

|발  주  처| 대한토지신탁(주) 

|연  면  적| 154,592.61m² 

|규       모| 934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영광 주형 아이리스빌 신축공사

|발  주  처| 동명건설(주) 

|연  면  적| 3,576.4523m²

|규       모| 지상4층(32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광주수완 새한 포유 아파트 신축공사

|발  주  처| (주)새한건설 

|연  면  적| 60,335.6085m² 

|규       모| 지하1층~지상25층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08 

2007 

2006 

김해장유 (2-11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발  주  처| (주)부영 

|연  면  적| 40,385.1280m² 

|규       모| 지상118층(332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02 

전주 화산지구 분양아파트 건립공사

|발  주  처| 동명건설(주) 

|연  면  적| 3,576.4523m²

|규       모| 지상4층(32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전주 화산 코오롱 하늘채아파트 신축공사

|발  주  처| 코오롱건설(주) 

|연  면  적| 132,052.745m²

|규       모| 지하1층~지상20층(858세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01 

2017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양재동 일원

|규       모| 지하차도1개소, 교량2개소

|용       도| 도로

운정-능안리간 도로확포장공사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경기도 파주시

|위       치| 경기도 파주시 일원

|규       모| 도로개설 L=14.5km, B=10M

|용       도| 도로

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위       치|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하남시 초이동 일원

|규       모| 도로확장 L=2.85km, 차로 확포장 745가구

|용       도| 도로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위       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규       모| 연면적 646,160㎡

|용       도|  단지조성

안산주거지역(2,3,5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경기도 안산시

|위       치| 안산시 고잔동, 일동, 본오동, 사동

|규       모| 하수관로 개량 : 24.87km(오수관로 14.45㎞, 

                   우수관로 10.42㎞) 하수관로 보수 : 

                   전체보수 4.17㎞,  부분보수 917개소, 

                   배수설비  정비 : 668가구

동탄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경기도 화성시

|위       치| 화성시 동탄면 중리, 금곡리, 장지리

|규       모| 오수관로 18km, 맨홀펌프장 7개소, 

                  배수설비 745가구

|용       도| 하수처리시설

고양 향동, 덕은지구 공급처리시설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위       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규       모| 배수지(8천㎥), 가압장(15천㎥/일), 

                  송수관로 5.39km, 배수관로 1.45km, 

                  오수중계펌프장(25천㎥/일), 오수관로 3km 등

|용       도| 상하수도

Civil Engineering Management Project
토목CM 연도별 주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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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4 

2012 

2013 2014 2012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위       치|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규       모| 폐수처리시설(6천㎥/일)

|용       도| 폐수처리시설

위례신도시 탄천변도로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규       모| 성남 수정구 복정동,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일원도로공사 외 

|용       도| 도로

16-대미-OO게이트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규       모| 울타리, 옹벽 구조물 및 방문자 통제소 

                  33개소 신축 외 

|용       도| 국방시설

부안 돈지지구 하수도정비사업
통합 건설사 업관리용역

|발  주  처| 전라북도 부안군

|규       모| 하수처리시설 Q=300m³/일,

                  하수관로 L=15.414km, 배수설비 567개소

|용       도| 하수처리시설

16-공-유도로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규       모| 유도로 재포장, 리베트먼트 유도로 

                  확장공사 외 

|용       도| 국방시설(활주로) 

미성~열대자간 1개소 도로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  주  처| 전라북도 군산시

|규       모| 도로개설 L=4.78km, B=24~30m

2015 

남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사업

|발  주  처| 전라북도 남원시 

|규       모| 하수처리시설

                 기계, 전기, 기타 부대시설 공사

정읍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책임감리용역

|발  주  처| 전라북도 정읍시 

|규       모| 오수관로 L=4.5km, 오수중계펌프장 26개,                                   

                  배수설비 2,079가구

진입도로 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13-C092)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규       모| 주 진입도로(4차선) 2.5km, 

                  우회도로(4차선) 0.83km 

|용       도| 국방시설

경천하수처리 및 분뇨처리장 개량 
시공감리 용역

|발  주  처| 조달청 

|규       모| 오수관로(D200) 10,669m, 우수관로

공군OO활주로 이전사업 
전면책임 감리용역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규       모| 비상활주로신설1식, PAR장비실신축1동, 

                  전기통신시설이설1식, 배수시설, 

                  부지정지작업등1식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발  주  처| 전라북도 전주시 

|연  면  적| 9.85km

|규       모| 처리용량150톤/일 (75톤/일x2계열)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발  주  처| 전라북도 전주시

|규       모| 처리용량150톤/일(75톤/일x2계열)

해군활주로 CM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규       모|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재포장)1식, 통제탑2동  

                  초과저지방비실 4동신축,  항공등화1식, 

                  기타공사 1식

|용       도| 국방시설(활주로)

11-진/목상가시설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발  주  처| 전라북도 전주시

|규       모| 처리용량150톤/일(75톤/일x2계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