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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열정으로 쌓아온 40여년의 노하우로 건축사업부터

주택, 토목, 미극동 공병단 사업 등 대한민국 곳곳에 혁신을 

설계해 온 요진건설산업!

당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이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송산 와이시티

큐빅타워

수송동 근린생활 시설

아산 와이시티

강동 와이시티

등촌동 와이하우스

캐피탈 호텔

일산 와이시티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호텔

당신이 있는 곳엔 언제나
요진건설산업이 있습니다

HAUS
CITY MINI



CEO MESSAGE  | 대표이사 인사말 HISTORY  | 연혁

005

Challenge and Passion!

1970's 2000's

2010's

1980's

1990's

도전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리드하다!

혼이 담긴 시공과 건축으로
건설사업의 선진화에 앞장서다!
요진건설산업은 제2도약의 시대를 맞이하여 더 넓게 보고 더 멀리 뛸 수 있는
힘찬 도약과 쾌적한 환경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요진산업주식회사 설립(자본금 6백만원)

최준명 대표이사 취임

최은상 대표이사 취임

건설교통부 장관상 수상

요진건설산업으로 사명 변경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

조경공사업 취득

매일경제 살기 좋은 아파트상 우수상 수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분당 구미동 타운하우스 빌라드 와이)

한국경제 주거문화 대상 복합개발 대상수상

(일산 요진 와이시티)

매일경제 살기 좋은 아파트상 최우수상 수상 

(풍동 와이하우스)

중앙일보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 수상

(일산 요진 와이시티)

2015 주택건설의 날 "산업포장" 수상

원주 도내 종합건설업체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 1위

제51회 납세자의 날 "모범 납세자" 수상

최준명 회장 2018 글로벌 비즈니스 평화 시상식

"종교평화 특별공로상" 수상

최은상 부회장 취임

토목건축 공사업 면허취득

전기공사사업 면허취득

본사이동(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84-1)

본사이전(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3)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서울특별시)

소방설비공사업 제1,2종 면허취득

군납업 등록

최준명 회장 취임

포장공사업 면허취득

해외건설업 면허취득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

본사이전(강원도 원주시 소재)

ISO9001인증 취득

자본금 92억 4천으로 증자

요진건설산업이 이 땅에 주택, 건설사업을 시작한지도 어언 4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요진건설산업을 사랑해주신 많은 고객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눈부신 발전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화, 첨단화, 개성화의 시대로 내닫고 있는 21세기를 맞이한 요즘, 저희 요진건설산업은 과거 우수한 건축물을  

시공, 설계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 및 최고의 기술진들로 좀 더 아름답고, 튼튼하고, 편리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첫 설계부터 끝마무리까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공정으로 많은 고객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하여 왔습니다.

요진건설산업은 국내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창조하는 주택 및 건축사업, 기술적 노하우 집약 미극동 공병단 사업,  

산업발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더불어 모두가 힐링할 수 있는 호텔사업 등을 지속 추

진하고, 사업다각화와 함께 해외개발사업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미얀마에 시멘트 공장을 건설, 운영하는 등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진건설산업은 제2도약의 시대를 맞이하여 50년을 넘어 100년 기업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부회장  최  은  상

1976 .06 .09 2004 .06 .16

2007 .12 .06

2008 .01 .10

2009 .06 .29

2011 .03 .24

2011 .07 .14

2012 .10 .23

2013 .07.03

2013 .07.16

2014 .05 .20

2015 .12 .29

2016 .08 .12

2017 .03 .03

2018 .03 .08

2019 .01 .02

1980 .06.05

1980 .09 .03

1980 .1 1 .04

1984 .04 .1 1

1984 .05 .07

1986 .08 .21

1986 .1 0 .31

1988 .06 .16

1989 .12 .02

1992 .1 1 .30

1993 .06 .1 1

1996 .09.19

1997 .06 .10

1999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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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건설산업과 함께 
힘차게 비상하는 
그룹사를 소개합니다!
건설분야를 넘어 비즈니스와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진건설산업과 함께 비상하고 있는 계열사를 만나보십시오.

요진개발(주)

자체개발방식, 지주공동방식, 컨소시엄 등의 다각적인 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아파트, 오피스텔 빌딩,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는 부동산개발 전문기업

와이씨앤티(주)

요진건설산업의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하는 호텔운영사로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돕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품격있는 서비스를 약속하는 기업

요진건설여자골프단

사회공헌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문화산업으로 대한민국 여자 골프의 미래를 이
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아낌없는 지원
을 펼치는 골프구단

I  계 열 사 I

요진개발(주)

요진건설여자골프단

요진자산관리(주)

와이씨앤티(주)

요진건설프로젝트금융투자(주)

학교법인 휘경재단(여중•고)

(주)와이제이코퍼레이션

(주)아이엘티

휘경학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실천  
하고자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휘경중학교와 휘경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요진건설
산업의 학교법인

(주)와이제이코퍼레이션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놀이공간과 더 좋은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창의력과 건강을 
향상시켜주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

(주)아이엘티

산업용소재, 자동차부품소재, 방산
용소재, M.C.T 설비, 알루미늄 가
공부품 등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알루미늄의 다양한 소재 
및 부품을 생산, 개발하는 기업

01 02

04

03

05

01  서연정 프로  02  이효린 프로 03  안지현 프로

04  강다나 프로 05  박주희 프로

www.yojin.co.kr



ARCHITECTURE
BUSINESS

Ilsan Y City   일산 와이시티

www.yoj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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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경

사람을 위한 혁신으로
올바른 건축문화의 길을 열다!

분 류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주 택 형

주 거 세 대 수

역세권내 초대형 복합시설(주거+상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지하 4층 ~ 지상 59층

66,039㎡

24,416.44㎡

561,961.149㎡

510.47%

전용 59㎡ ~ 244㎡

총 2,404세대

주택 / 개발사업

일산 와이시티 / : 연면적 : 561,961.149㎡



01  단지전경

02  단지내 조경

03  주간전경

04  단지내부

011

www.yojin.co.kr

Ilsan Y City   일산 와이시티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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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an Y City Bella Citta   일산 와이시티 벨라시타

01

01  주간전경

02  정원

03  외관

04  야간조경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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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위 치

규 모

연 면 적

주 거 세 대 수

부 대 시 설

역세권내 초대형 복합시설(주거+상업)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67

주거 B5~30F, 11개동 / 상업 Mall 1개동

339,903㎡ / 주거 70 : 비주거 30

2공동주택 1,479세대 / 오피스텔 189실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외 F&B, Fashion etc, In&Out door Mall

www.yojin.co.kr

Asan Y City   아산 와이시티

01

02 03

01  항공조감도

02  단지내부

03  아산와이시티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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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san Y City    송산 와이시티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세 대 수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송산그린시티

아파트9개동 (70~84㎡ type / 20층)

52,463㎡

6,231.10㎡

110,310㎡

146.97%

11.88% 

680세대

01

02 03

01  단지전경

02  단지내 조경

03  항공조감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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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ang Villa De Y   분당 구미동 빌라드 와이

01

02 02

01 단지외관

02 항공조감도

01 항공조감도

02 부감도

PungDong Y Haus   풍동 요진 와이하우스

분  류

위  치

규  모

연  면  적

세  대  수

부 대 시 설

수 상 실 적

프레스티지 타운하우스

경기도 분당구 구미동 278-1번지

B2~지상 4층 / 6개동

13,262.57㎡

36세대

골프 휴게실, 스크린골프, 휘트니스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주  택  형

세  대  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55-18 외 13필지

지하 1층 ~ 지상 4층

15,633.00㎡

23,626㎡

96.02%

30.99%

전용 39㎡~59㎡

258세대

DeungchonDong Officetel    등촌동 오피스텔 와이하우스(Y-Haus) 

01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세 대 수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33-24, 25번지

지하2층~지상15층 / 오피스텔 2개동

3,550.1㎡

1,020.34㎡

15,575㎡

299.95%

28.74%

252세대

YeokSam Y City Mini   역삼 와이시티 미니

01

02

01 단지입구

02 야간전경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세  대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7-9, 10

지하 2층 ~ 지상 8층

870.3㎡

3,454.16㎡

249.5%

48.38%

91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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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 / 호텔

The Capital Hotel   캐피탈 호텔

01

01  투시도

02  외부조경

03  옥외수영장

04  F&B 시설

0302 04

위  치

규  모

연  면  적

객 실 수

부 대 시 설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23

지하6층~지상16층 / 객실 287실

38,559.95㎡

293실

Lounge & Bar, Restaurant, Banquet Hall,

Business Center, Fitness, F&B R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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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jin.co.kr

Four Points by Sheraton Seoul Guro Hotel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호텔

02

01 03

04

05

01 야간전경

02 내부 계단

03 메인 로비

04 객실 내부

05 올데이 다이닝

분 류

위 치

규 모

연 면 적

객 실 수

부 대 시 설

구로디지털단지 내 특급 비즈니스 호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128-1

B4 / 15F 최고높이 59m

18,456.51㎡

201실

Lounge & Bar, Restaurant

Banquet Hall, Business Center, Fitness, F&B R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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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 근생

BC World Pharma,&Pharma Research Products Pangyo Office & 
Research Facility    판교 제2테트노밸리 비씨월드제약,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업무연구시설

01

01  조감도

02  주간뷰

03  선큰뷰

02 03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경기 판교 제2테트노밸리 E8-3BL

지하 5층 ~ 지상 12층

2,584㎡

1,221㎡

20,297㎡

399.98%

47.29%

The Road Traffic Authority(KOROAD) HQ   도로교통공단본부  

01

02

01  주간전경

02  조감도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2049-2

지상1~12층

20,154㎡

4801.04㎡

21,279㎡

67.21%

21.68%

Cubic Tower   큐빅타워

01

02 03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4, 24

지하3층~지상11층

607㎡

322㎡

4010.05㎡

444.17%

53.05%

01  야경전경

02  야경전경

03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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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ongDong Retail Facility  수송동 근린생활시설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9-2번지/30, 33-1, 40-7, 40-8

지하4층~지상14층 / 근린생활시설

D1 : 810.58㎡/ D2 :308.10㎡

D1 : 463.68㎡/ D2 : 181.43㎡

D1 : 6,733㎡/ D1 : D2 : 2,505㎡

D1 : 536.90%/ D2 : 544.34%

D1 : 57.20%/ D1 : D2 : 58.89%

Guri GalmaeDong B3BL Housing    구리갈매 B3BL 공동주택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세 대 수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아파트 5개동 (74~84㎡ type / 25층)

26,324㎡

3823.27㎡

54656.48㎡

157.35%

14.52%

382세대

주 거

Suwon Homaesil B-3BL Housing   수원 호매실 B-3BL 공동주택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세 대 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일원

아파트13개동 (75~84㎡ type / 18~25층)

75672.5㎡

11021.43㎡

187313.1㎡

191.35%

14.56%

1,3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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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MokgamDong A-1BL Housing   시흥목감 A-1BL 공동주택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세  대  수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662

APT(5개동) : 101~105동 : 지하1층~18,19층

23.844㎡

44.815㎡

156.94%

15.15%

756세대

01

Siheung EungyeDong S1BL Housing   시흥은계 S1BL 공동주택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세 대 수

경기도 시흥시 대여동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아파트11개동 (51A,B, 74A, 84A,B type /13~20층)

43,910㎡

8307.79㎡

126,606.74㎡

219.34%

18.92%

1,025세대

Kimpo Yanggok H1BL Housing    김포양곡 H1BL 행복주택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세 대 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235번지 일원

아파트2개동 (16~44㎡ / 20층)

9175.6㎡

3074.12㎡

22,410.98㎡

178.85%

33.5%

362세대

Asan Tangjeong 2-A 5BL Housing    아산탕정 2-A 5BL 공동주택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세 대 수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아파트8개동 (16~36㎡ / 21층)

25,611㎡

4,159.35㎡

48,394㎡

148.11%

16.24%

86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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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Yeongyeong A-2BL Housing    대구연경 A-2BL 공동주택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세 대 수

대구시 대구연경지구 내

아파트5개동 (26~46㎡)

28,647㎡

4,571.21㎡

60,667㎡

163.86%

15.96%

916세대

Pangyo Creative Economy Valley A1BL Mixed-use   판교창조경제밸리 A1BL 주상복합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창조결제밸리 A1 주상복합용지

아파트1개동 200세대/오피스텔1개동 81세대

6,393㎡

3,172.83㎡

29,165.35㎡

249.84%

49.63%

골프 / 레져 / 체육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257외 3필지

지하2층~지상3층 골프연습장

20,132㎡

1,696.14㎡

9,856㎡

8.43%

20.88% 

Suwon Country Club    수원 컨트리클럽 

01

02 03

01  단지전경  02  투시도  03  야경전경

Heukseok Sports Center    흑석 체육센터 

01

02 03

01  조감도

02  단지전경

03  건물내 피트니스센터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16-1번지 외 6필지

지하1층~지상3층 체육센터증축

3,352㎡

1,314㎡

3,629㎡

68.41%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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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식산업센터) / 공장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10-1

공장 : 216호 , 창고 : 17호 , 기숙사 : 108호 , 근생 : 60호

23,140㎡

129,123.59㎡

345.73%

67.95%

Incheon Geomdan Knowledge Industry Center   인천 검단 친환경표면처리센터(지식산업센터)

01

02 03

01  야경투시도

02  항공조감도

03  항공촬영

Jinyang Pharmaceutical Wonju GMP Facilities    진양제약(주) 원주 GMP 제조시설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원주기업도시 산업4-28

생산동(지상1층~지상3층), 관리동(지상1층~지상4층)

24,896㎡

3944.28㎡

8,532㎡

33.95%

15.84%

BC World HealthCare Wonju GMP Facilities   (주)비씨월드 헬스케어 원주 GMP 제조시설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일반 1101-1

지상1층~지상4층

14,545.4㎡

2,930.21㎡

5,326㎡

36.19%

20.15%  

01

02 03

01  조감도 02  항공조감도 03  공장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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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축사업

Military Academy Won Buddist Temple   원불교 육사교당

위  치

규  모

연  면  적

사을 증링구 신내동 718번지

지상1층~지상2층

947㎡

01

01  육사 원불교 정면

02  육사 원불교 측면

03  육사 원불교 전경

02 03

Won Buddism Centennial Memorial Hall   원불교 100년 기념관 및 역사문화기념관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3번지 외 9필지

지하4층~지상10층

5,928㎡

3066.22㎡

26,348.85㎡

199.55%

51.72%  

01

02

01  항공 조감도

02 소태산 기념관 투시도

Yeongsan Won Buddist Temple   원불교 영산교당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113, 113.-2, 110번지

지상1층~지상2층

1,810㎡

338.16㎡

489.78㎡

27.05%

18.68%

01

02

01  정면촬영

02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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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nam Won Buddist Temple  원불교 강남교당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8-2번지

지하3층~지상5층

1614.7㎡

935.44㎡

7,360㎡

238.16%

57.93%

01

02

03

01  정면촬영

02  항공조감도

03  좌측촬영

Suwon Won Buddist Temple   원불교 수원교당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84번길 26-7 (교동)

지하2층~지상2층 종교시설

2,668.14㎡

1,016.9㎡

3,977㎡

62.55%

38.11%

Geumgye Baeksuk Primary   금계 백석 초등학교 

01

위  치

규  모

대 지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88, 1192

지하1층~지상5층 교육시설

12578.8㎡

14209.88㎡

105.16%

31.9%

위  치

규  모

연  면  적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21번지 외 30필지

지하1층~지상5층 교육시설

16,032㎡

Namseoul University   남서울대학교 본관 신축공사 

남서울대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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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ngineering Business   도로

토목사업

CIVIL ENGINEERING
BUSINESS

새로운 도시플랜으로
대한민국을 건설하다!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도로, 교량, 항만, 지하철, 철도 등 다양한 토목산업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요진건설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2

05

01

04

03

01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1공구

02  포승~원정간 도로공사

03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2공구

04  분당선 야탑~서현간 이매역 노반시설공사

05  영월~덕포간 도로공사

원주~강릉 철도공사 6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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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ngineering Business   도로, 철도

01 02

04 05

06 07

03

01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제6공구

02  제2영동 고속도로 1공구

03  제2영동 고속도로 2공구

04  원주~강릉 철도공사 1공구

05  상주~안동 고속도로 2공구

06  석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07  옥천군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

Civil Engineering Business   택지, 하천, 기타

01 02

04

03

01  진위2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1공구

02  345KV 동울산변전소 토건공사

03  주문진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04  화진포호 생태계 복원사업

Civil Engineering Business   기타 도로, 하천, 택지 관련

01  인제군 순환형매립지 조성사업

02  적리 공공하수처리시설

03  대덕~용산 국도시설 개량공사

04  대덕~용산 국도시설 개량공사

01

03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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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준의 책임 시스템(CM)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확인 및 승인 절차에 의해 美극동공병단 공사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 요진건설산업은 선진기술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국제건설을 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앞선 기술로
대한민국 안에 또 하나의 세계를 짓다!

U. S. Army Corps of Engineers FED   미극동공병단사업(FED) 관련

미극동공병단사업(FED)

U.S Army Corps of Engineers Far East District

세계와 소통하는 앞선 기술로
대한민국 안에 또 하나의 세계를 짓다!
국제적 기준의 건설사업관리 시스템(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확인 및 승인 절차에 의해 美극동공병단 공사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 요진건설산업은 선진기술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국제건설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01  왜관군수창고 시설공사

02  오산통합막사 시설공사

03  군산 통신대대 시설공사

04  미군부대 여단본부,주차장 및 군정비고 신축공사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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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S. Army Corps of Engineers FED   미극동공병단사업(FED) 관련U. S. Army Corps of Engineers FED   미극동공병단사업(FED) 관련

01  대구 미군가족 하우징 타워 신축공사

02  대구 미군부대 호텔 신축공사

03  진해 특수작전시설 시설공사

04  평택 미군부대 내 수영장 및 놀이시설공사

01  평택 주기장

02  오산 항공기 부식방지 시설공사

03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병원 및 치과 건설공사

04  오산 부대내 중.고등학교 및 부대시설공사

01 01

02 04 02 03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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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Business   해외사업

해외사업

OVERSEAS
BUSINESS

글로벌 디벨로퍼로 세계속에
대한민국을 건설하다!
주거, 도로, 교량, 철도 등 국내 다양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요진건설산업은

미국, 미얀마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진출을 확대하여  

글로벌 디벨로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01  미얀마 요진시멘트 항공촬영

02  미얀마 요진시멘트 전경

03  LA 주거복합시설 전경

01

02

03

미얀마 요진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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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OTHER
Business

사회적 기업이 향해야 할
참된 길을 제시하다!
요진건설산업은 기업의 이익은 모두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교육•사회복지사업 및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대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을 2008년부터 참여하여

대한민국 곳곳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ther Business   기타사업

01  휘경여중고 건산홀

02  휘경여중고

03  휘경여중고

04  한국보육원

01

03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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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실적  ㅣ 주택 개발 ㅣ 건축 사업 ㅣ 토목 사업 ㅣ 해외 사업

[주택/개발사업]

[건축사업 - 호텔]

[건축사업 - 업무/근린생활시설]

[건축사업 - 주거시설]

공사명 현장위치 공사규모 연 면 적 (m2)

등촌동 요진 와이하우스(Y HAUS) 오피스텔 신축공사 서울시 등촌동 633-24, 25번지 지하2층~지상15층  15,575 

송산신도시 요진 와이시티(Y-CITY) 신축현장 경기 화성시 새솔동 송산그린시티 지하1층~지상20층/9개동/680세대  110,310 

일산 요진 와이시티(Y CITY) 복합시설 신축공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1237번지 지상4층, 지상59층 / 2,404세대 / 아파트 외 복합시설  561,961 

길동 요진 와이시티(Y CITY) 신축공사 서울시 강동구 길동 414-4, 16 지하2층, 지상18층 / 72실(오피스텔), 216실(도시형)  8,494 

풍산역 와이하우스(Y HAUS) 신축공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655-18외 13필지 지하1층, 지상4층, 8개동 / 258세대  23,626 

역삼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7-9, 727-10번지 지하2층, 지상8층 / 91세대  3,454 

전농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1-3번지 외 2필지 지하2층, 지상8층 / 64세대  2,239 

아산배방 M-1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충남 아산시 아산배방 택지개발지구 내 M-1블록 지하5층, 지상30층, 11개동 / 1,479세대 / 오피스 189실  339 

분당구미동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78-1번지 지하2층 / 지상4층 / 36세대  13,262 

공사명 현장위치 공사규모 연 면 적 (m2)

캐피탈호텔 리모델링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23 지하6층~지상16층  38,560 

삼성동 158 관광호텔 신축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8번지 지하3층~지상14층  6,661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구로호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128-1외 1필지 지하4층, 지상 15층  18,465 

공사명 현장위치 공사규모 연 면 적 (m2)

판교 제2테크노밸리 비씨월드제약,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업무연구시설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 E8-3 지하5층~지상12층  20,297 

협진해운본사사옥 신축공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17 지하3층~지상13층  10,782 

종로구 수송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30, 33-1, 40-7, 40-8 외 1필지 D1 : 지하4층~지상14층 / D2 : 지하4층~지상11층  9,238 

강남구 역삼동 735-35 업무시설 신축현장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35 지하3층~지상12층  2,966 

논현동 큐빅타워 신축공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4, 24 지하3층 ~지상11층  4,010 

도로교통공단 본부지방이전 건립 공사 강원 원주시 반곡동 2049-2 지상1~12층  21,279 

원주 무실 요진 Y CITY 빌딩 강원 원주시 원주무실 3택지개발사업지구 1721-9 지상 7층  4,890 

대치동 복합상가 신축공사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지하 3층 ~ 지상 9층  7,403 

비봉빌딩 신축공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지하 2층, 지상 6층  2,264 

양재동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지하 1층, 지상 6층  2,337 

우리은행 춘천지점 행사 신축공사 강원 춘천시 중앙로2가 96, 101번지 지하 2층, 지상 5층  6,654 

국민은행 여주지점 신축공사 경기 여주시 여주읍 홍문리209-4외 지하 2층, 지상 5층  3,125 

화정 요진타워 신축공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3번지 지하 4층, 지상 8층  22,353 

안양 아담빌딩 신축공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2번지 지하 2층, 지상 8층  3,741 

소암빌딩신축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10 지하 2층, 지상 7층  3,248 

동광빌딩 신축공사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2-5, 532-13호 지하 2층, 지상 7층  2,165 

문창빌딩신축공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3-8 지하 3층, 지상 8층  3,084 

보림개발 사옥 신축공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4-1 지하 2층, 지상 6층  3,416 

델타빌딩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2-2 지하 2층, 지상 7층  2,705 

동건빌딩 신축공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2-21. 22 지하 1층, 지상 4층  1,382 

요진오피스텔 쉐레이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10-1 지하 2층, 지상 9층  6,130 

공사명 현장위치 공사규모 연 면 적 (m2)

대구연경 A-2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대구시 대구연경지구 내 지하1층~지상14~18층/5개동/916세대  63,377 

판교창조밸리 A1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경기 성남시 판교 창조결제밸리 A1 주상복합용지 아파트: 지하3층~지상10층/1개동/200세대/오피스텔: 지하3층~지상9층/1개동/81세대  29,165 

아산탕정 2-A5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지하1층~지상11~20층/8개동/865세대  48,394 

김포양곡 H1BL 행복주택건설공사 1공구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235번지 일원 지하1층~지상17~20층/2개동/362세대  22,411 

시흥은계 S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경기 시흥시 대여동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하1층~지상13~20층/11개동/1,025세대  126,607 

수원호매실 B-3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일원 지하1층~지상18~25층/13개동/1,300세대  187,313 

구리갈매 B3BL 아파트건설공사 5공구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일원 지하1층~지상25층/ 5개동/382세대  54,656 

시흥목감 A-1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경기 시흥목감 택지지구 내 A-1BL 아파트 5개동 / 756세대  44,815 

제주 삼화 2-3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제주 제주시 화북동 LH주택주구 내 2-3BL 지하2층, 지상10층, 11개동 / 411세대  56,596 

수원호매실 B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8공구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수원호매실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B-1BL 지하1층, 지상25층, 10개동 / 678세대  8,854 

수원호매실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택지개발지구 지상20층 / 980세대  81,128 

구미옥계 18-1-1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경북 구미시 옥계동 지상35층 / 648세대  98,059 

원주무실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강원 원주시 무실동 무실택지 2지구 1BL 1공구 지상15층 / 870세대  62,068 

원주무실(3)B-3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강원 원주시 무실동 지상20층 / 678세대  98,452 

오산세교 A-5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경기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 지상20층 / 1,071세대  92,404 

부천여월 C-1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지상12층 / 334세대  72,016 

화성향남 5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경기 화성시 향남읍 평리 지상15층 / 1,150세대  85,990 

성남판교 A5-2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상18층 / 510세대  57,736 

문산당동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지상 15층 / 775세대  59,858 

오산누읍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경기 오산시 누읍동 지상 15층 / 1,179세대  97,565 

원주무실 3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강원 원주시 무실동 지상 15층 / 602세대  50,472 

하남풍산 A-2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경기 하남시 덕풍3동 지상 15층 / 638세대  50,976 

용인구성 3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지상 14층 / 454세대  58,961 

원주무실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강원 원주시 무실동 지상 15층 / 560세대  65,822 

고양풍동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 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 지상 20층 / 382세대  50,436 

서산예천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충남 서산시 예천동 지상 15층 / 760세대  56,961 

의정부 금오2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39-2번지 일원 8, 11, 12, 14, 15층 4동 463호  29,496 

서울천연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120번지 일원 2, 3, 11, 13, 15 ~ 18층 7동 509호  50,712 

포항환호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경북 포항시 환호동 409-1번지 일원 22 ~ 25층 8동 959호  99,313 

청주가경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죽림동, 성화동 일원 13 ~ 15층 6동 370호  43,753 

원주무실 주공아파트 강원 원주시 무실택지개발지구 내 1BL 13, 15층 9동 709호  50,523 

안양구룡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104번지 일원 14, 15층 7동 543호  60,294 

상계2택지개발지구 5단지 아파트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9번지 9 ~ 15층 8동 550호  92,553 

원주 요진 보네르카운티 II 강원 원주시 태장동 1303-1번지 외 2 필지 지하 1층 지상 23층  59,590 

일산 백석동 요진 윈스턴파크 경기 일산시 백석동 1238 지하 2층 지상 10층  24,163 

원주 요진 보네르카운티 I 강원 원주시 무실동 164 지하 1층 지상 20층  131,868 

안산 요진 보네르빌리지 아파트 경기 안산시 2단계 도시설계지구 51블럭 아파트 12 ~ 25층 10개동 634세대  112,815 

안산 요진 숲속마을 아파트 경기 안산시 신도시 2단계 도시설계지구 58블럭 아파트 11 ~ 15층 8동 554세대  76,917 

북가좌동 요진아파트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151 지상16층  24,478 

시화지구 요진아파트 경기 시흥시 시화택지개발지구 47-1-1블럭 지하1층 지상10층  63,639 

안산 상록수 요진아파트 경기 안산시 4리지구 365-13블럭 지하1층, 지상5~24층  99,571 

미아동 요진아파트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2개동 지상 15층 총 123세대  - 

평창동 요진 쉐레이빌라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  - 

논현동 근생 및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지하 1층, 지상 6층  1,635 



www.yojin.co.kr

053

▒ 사업실적  ㅣ 주택 개발 ㅣ 건축 사업 ㅣ 토목 사업 ㅣ 해외 사업

[건축사업 - 골프 / 레져/ 체육]

[건축사업 - 산업 / 공장]

[건축사업 - 기타]

[건축사업 - 기타]

[토목사업 - 도로]

[토목사업 - 철도]

공사명 현장위치 공사규모 연 면 적 (m2)

흑석체육센터 증축공사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16-1번지 외 6필지 지하1층~지상3층  3,629 

수원 C.C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257외 3필지 지하2층~지상3층  9,856 

포천나산골프장 클럽하우스 및 부대건물 신축공사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 142-1번지외 12필지 클럽하우스 외 8개동  6,692 

강원랜드 카지노호텔 신축공사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지상 24층, 지하 1층  124,912 

공사명 현장위치 공사규모 연 면 적 (m2)

(주)비씨월드 헬스케어 원주공장 신축공사 강원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일반 1101-1 생산동: 지상4층, 경비동 : 지하1층~지상1층  5,326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친환경표면처리센터(지식산업센터) 인천시 서구 오류동 1610-1 지하1층 ~지상8층  129,124 

진양제약㈜ 원주공장 GMP제조소 신축공사 강원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원주기업도시 산업4-28 생산동 : 지상3층, 관리동 :지상4층  8,532 

비씨월드제약 1공장 리모델링공사 경기 여주시 가남면 여주남로 872-23 지상3층 리모델링공사, 지상2층 연결통로공사  1,354 

비씨월드제약 EU GMP공장 증축 경기 여주시 가남면 삼군리 11번지외 1필지 지하~지상4층(창고동,연구동등)  4,470 

가남면 삼군리 공장(비씨월드제약) 증축공사현장 경기 여주시 가남읍 삼군리 11번지외 1필지 지하1층, 지상 4층  4,950 

신트리아파트형공장 건설공사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신트리 택지개발지구내 10층 공장 62실  27,417 

요진 그린냉동 창고 신축공사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리 193-1번지 지하 1층, 지상 6층  8,952 

공사명 현장위치 공사규모 연 면 적 (m2)

08-제 해상 초계기 2차 시설공사 제주 제주시 용담동 1294번지 일원 통합본관1동, 독신숙소1동,격납고등등  11,945 

원주 반곡초 외1교 신축민간투자 사업 강원 원주시 반곡동 1450-1번지 일원 초등학교, 중학교, 강당등  31,017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신축공사 강원 춘천시 효자2동 192-1 지하 1층, 지상 5층  6,580 

울산공항 여객터미널 증축 기타공사 울산시 중구 송정동 522번지 여객터미널(8,651.83m²), 활주로연장(L=2,000m, B=45m)  40,984 

양천구청사신축공사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1-4 지하 2층, 지상 7층  20,727 

한국전력 이천지점사옥 신축공사 경기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144-1번지 외 5필지 지하 2층, 지상 5층  3,978 

한국전력공사 경주지점 사옥 신축공사 경북 경주시 동천동 지하 1층, 지상 3층  4,645 

한국전력공사 제2생활연수원 신축공사 강원 속초시 노학동 573-4 지하 1층, 지상 4층  6,088 

공사명 발 주 처 현 장 위 치  공 사 규 모 

고속도로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제6공구 한국도로공사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일원 L=6.68km, B=23.4m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안동간 건설공사 제2공구 한국도로공사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일원 L=4.76km, B=23.4m

광주~원주(제2영동)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2공구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리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도곡리 일원  L=8.72km

광주~원주(제2영동)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1공구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 경기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리 일원 L=7.6km

영월~덕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 영월읍 연하리 총연장 : 6,160m, 폭 : 20.0m(왕복4차선)

용인~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기도건설본부 경기 용인시 포곡면 -

안정국가 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남 고성읍 율대리~통영시 폭원 20M, 연장 7.7KM

어론~남전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 인제군 어론리 -

남면~서면간도로 개량 및 포장공사 강원도 경남 고성읍 율대리~통영시 덕상1교, 덕상2교, 덕상터널, 배일치터널

대덕~용산 국도시설 개량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남 장흥군 대덕면~용산면 연장 L=12.6km,B=11.5m (왕복2차로)  -교량 201m/6개소등  

포승~원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 평택군 포승면 내기리~포승면 원정리 총공사구간 : L=6.6km , 도로폭 : B=18.5m(4차선)

공사명 발 주 처 현 장 위 치  공 사 규 모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 원주시 지정면~강원 원주시 가현동 일원 L=10.850km, 교량 및 터널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6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일원 L=8.80km, 교량 및 터널

부산도시철도 4차 시설개량 2공구 부산교통공사 부산시 중동역 외(부산도시철도 2호선) 9개 역사, 엘리베이터 33대 외부E/V(18ea), 내부E/V(15ea)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건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 태백시 백산동-삼척시 도계읍 정거장 : 2개소(동백산역, 교행역)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구 노반건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강원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일원 본선(L= 5km603.62)

경춘선 복선전철 제8공구 노반신설공사 강원도 춘천시 강원 춘천시 -

서울지하철 환승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5공구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 서울시 신당역 외 17개역사 외부 E/V 6대, 내부 E/V 31대

대전도시철도 1호선 4공구 토목공사 대전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 대전시 동구 충남중학교 부근 ~ 소제동 대전역 뒤 총연장 L=1,210.4321m, B=17.7m

서울시지하철 환승역 편의시설 설치공사 3공구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 서울시 영등포구청(2호선)외 9개역사 외부 E/S 12대, 내부 E/V 18대, 외부 E/V 5대, 경사로 1개소

분당선야탑~서현간이매역노반신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일원 총연장 L=280.64m, 정거장 L=205m, 총면적 3,292m²

부산지하철 2호선 217공구 토목공사, 건축공사 부산교통공단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612.5m

부산지하철 2호선 211공구 토목공사, 건축공사 부산교통공단 부산시 북구 모라동 652-5번 595m

공사명 현장위치 공사규모 연 면 적 (m2)

원불교 경인교구청 수원교당 신축공사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84번길 26-7 (교동) 지하2층~지상2층  3,977 

원불교 100년 기념관 및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사업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3번지 외 9필지 지하4층~지상10층  26,349 

원불교 영산교당 신축공사 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113, 113.-2, 110번지 지상2층  490 

원불교강남교당신축공사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8-2번지 지하3층~지상5층  7,360 

금계,백석 초등학교 증축공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1188 금계초 - 지하1층 ~ 지상5층 / 백석초 - 지상2층  9,117 

원불교 서울교당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지하 4층 ~ 지상 12층  15,737 

원불교 육사교당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18번지 지상2층  947 

휘경학원 과학교실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2동 지하 1층, 지상 5층  4,648 

산본 원광대 병원 신축공사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26-1 지하 4층, 지상 9층(235실)  9,409 

영은미술관 신축공사 경기 광주시 광주읍 쌍령리 12 외 21필지 지하 1층, 지상 3층  5,879 

남서울대학교 본관 신축공사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21번지외 30필지 지하 1층, 지상 5층  16,032 

홍천군 소각시설(1호기) 대수선사업 강원 홍천군 홍천읍 느리울길 173 지하1층~지상3층  1,744 

원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강원 원주시 가현동 156번지 원주하수처리장 내 지하 1층 ~ 지상 2층 하수종말처리장  8,854 

OO부대 이전사업 시설공사(2010-1239) 강원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산12번지 병영생활관, 취사동, 차양대등 포함 36개동  14,905 

원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강원 원주시 가현동 156번지 원주하수처리장 내 지하 1층 ~ 지상 2층 하수종말처리장  8,854 

화천 병영시설 BTL D지역 강원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83번지 1동(지하 1층, 지상 3층)  3,652 

화천 병영시설 BTL C지역 강원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산40번지 2동(지하 1층, 지상 3층)  4,961 

화천 병영시설 BTL B지역 강원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115번지 외 1동(지하 1층, 지상 4층)  6,324 

화천 병영시설 BTL A-3 지역 강원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05번지 1동(지하 1층, 지상 4층)  6,760 

화천 병영시설 BTL A-2지역 강원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83번지 1동(지하 1층, 지상 4층)  9,064 

화천 병영시설 BTL A-1지역 강원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28번지 2동(지하 1층, 지상 4층)  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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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사업 - 택지/조경/환경/기타]

[FED 사업]

[해외 사업]

공사명 발 주 처 현 장 위 치  공 사 규 모 

연당구곡 지방정원조성사업(장기계속공사) 강원도 영월군 강원 영월군 남면 연당리 860-1번지 일원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포장공사 

철원역사공원(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조성사업 강원도 철원군 강원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366-1번지 일원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포장공사 

삼척그린파워 1,2호기 조경 및 시설물 설치공사 한국남부발전㈜ 강원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일원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포장공사 

알펜시아 에스테이트 상품개선세대 조경공사 강원도 개발공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번지 일원  차폐식재공사, 정원확장공사 

김유정문학마을 야외공연장 및 부대시설설치공사 강원도 춘천시 강원 춘천시 신동면 증리 915-1번지 일원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포장공사 

강원혁신B-2BL 아파트 조경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 원주시 반곡동 일원 강원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포장공사,유지관리공사 

평화문화광장 조경정비사업 강원도 철원군 강원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강산리일원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포장공사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역~등명해변, 썬크루즈~심곡항 일원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포장공사 

인제군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한국 환경공단 강원 인제군 북면 월학리 376번지 일원  생활폐기물 매립장 정비공사/기존매립장 정비 및 신설 

적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양구군 상하수도 사업소 강원 양구군 남면 적리 691번지 일원  공공하수처리시설 Q=700M3/일, 오수관로정비L=3,821M 

화전농공단지 통합공동전처리시설 설치공사 강원도 홍천군청 강원 홍천군 남면 홍성길 39 일원  전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1식, 처리동 1개동 

화진포호 생태계 복원사업 강원도 고성군청 강원 고성군 현내면 일원  흙깎기 69,548㎥, 흙운반 40,776㎥ , 흙쌓기57,918㎥ 

주문진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강릉시 건설수도본부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203-2번지 일원  토공,가시설공,기초공,구조물공,우·오수공등 

345KV 동울산변전소 토건공사 한국전력공사 울산시 북구 대안동 산 232번지 일원  부지면적 : 62,870㎡,  변전소 형태: 옥외 GIS 

진위2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1공구 평택도시공사 경기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갈곶리 일원  토공 흙깎기 : 215,573㎥, 흙운반 : 684,402㎥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 충청북도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및 군북면 이백리 일원  월류식 저류조(15,000㎥),관리실 지상1층 1식 

석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전라남도청 전남 화순군 춘양면 석정리 일원 축제공 L=3.33km, 구조물공 23개소

화옹지구 2공구 간척농지 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화성시 우정읍, 장안면 일원 방수제(L=13.43km)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2-2공구)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경남 양산시 -

속초 정수장 건설공사 속초시 강원 속초시 조양동 산269번지 일원 -

강원랜드 골프장 건설공사 (주)강원랜드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 1-166번지 골프장 : 18 HOLE, 관리사무동 포함 7개소

오송생명과학단지 특수구조물 시설공사 한국토지공사 충북 청원군 강외면 -

김화-남대천 축제공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토성리, 학포리, 와수리 축제공 : 4,158m, 저수호안공 : 4.030m

공사명 발 주 처 현 장 위 치  공 사 규 모 

왜관 군수창고 시설공사 국방시설본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CAMP CARROLL 미군부대 내 창고 및 사무실:1~2F (27,345㎡), 임시창고 3개동 (4,647㎡)

대구 전기시설 개선공사 국방시설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CAMP HENRY 미군부대 내 지하전기개폐소  및 주변전기시설 업그레이드

평택 주기장 시설공사 국방시설본부 평택시 팽성읍 CAMP HUMPHREYS 미군부대 내 항공기 주차시설 및 유도로, 컨트롤빌딩

오산 통합막사 신축공사 국방시설본부 평택시 신장동 OSAN AIR BASE 미군공군기지 내 사령부1~2F, 정비소1F (5,345㎡)

진해 특수작전 시설공사 국방시설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CHINHAE 미군기지 내 작전동 및 막사동 1~5F (5,874㎡)

대구 패밀리 하우징타워 신축공사 FED 미극동공병단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CAMP WALKER 미군부대 내 아파트 1개동, 90세대 B1~15F (21,642㎡), 주차빌딩 1~3F (5,471㎡)

평택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병원 및 치과 건설공사 국방시설본부 평택시 팽성읍 CAMP HUMPHREYS 미군부대 내 병원동 B1~5F (37,851㎡), 치과동 1~2F (3,781㎡)

오산 항공기 부식방지 시설공사 국방시설본부 평택시 신장동 OSAN AIR BASE 미군공군기지 내 항공기 보수장 및 항공기 세척장 1동 (2,961㎡)

군산 통신대대 시설공사 국방시설본부 군산시 옥서면 KUNSAN AIR BASE 미군 공군기지 내 통신대대시설 1동 1~2F (3,600㎡)

평택 차량정비고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 FED 미극동공병단 평택시 팽성읍 CAMP HUMPHREYS 미군부대 내 차량 정비고 1~2F (3,193㎡) 및 주차장 (336대)

오산 여단본부 신축공사 FED 미극동공병단 평택시 신장동 OSAN AIR BASE 미군공군기지 내 여단본부 1개동 B2(벙커)~5F 및 주차동 1~5F 및 통합 정비고

오산 부대내 중고등학교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 FED 미극동공병단 평택시 신장동 OSAN AIR BASE 미군공군기지 내 중학교 1~3F (8,101㎡), 고등학교 1~2F (1,325㎡), 공연장 1F (797㎡), 주차동 1~3F (383대)

평택 부대내 수영장 놀이시설 및 운동장 신축공사 FED 미극동공병단 평택시 팽성읍 CAMP HUMPHREYS 미군부대 내 수영장 및 워터파크시설 (1,765㎡), 다목적 운동장 및 부속건물 (36,951㎡)

평택 미군부대 호텔 신축공사 FED 미극동공병단 평택시 팽성읍 CAMP HUMPHREYS 미군부대 내 호텔동 1~5F (6,028㎡) 85객실

공사명 발 주 처 현 장 위 치 연 면 적 (m2)

YMCP (Yojin Myanmar Cement Plant Project) 요진미얀마시멘트법인 (자체사업) D9, Zone A, Thilawa SEZ, Yangon, Myanmar 23,006 ㎡

LA 주거복합시설 Y Wilshire Project LLC (자체사업) 616 S Westmoreland Ave, LA, CA 11,7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