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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기술력과 인간감성에 맞는 

DESIGN으로 쾌적한 공간을 창조, 

제공하며 고객과 함께 미래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식창조기업으로 

성장하는 문건축의 꿈과 내일을 

지켜봐 주십시오. 

       CORPORATE PHILOSOPHY 
       기업이념 

01    INTRODUCTION I 회사소개 

2 



공간 속의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전문인력들의 수많은 프로젝트 실행으로 축적된 견해와 경험으로 

높은 품질과 신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확고한 고객기반은 내일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값진  

자산이라 생각하며 남다른 열정으로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는  

기업으로 여러분께 다가설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객제일 주의를 바탕으로 한 

“고객의 성공과 만족의 실현”이  

문건축의 목표입니다. 

       CEO’S MESSAGE 
       대표이사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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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ORATE INFORMATION / HISTORY 
       회사개요 / 회사연혁 

회사명                  

대표이사               

설립일                  

소재지                  

TEL.                     

FAX.                     

Homepage 

업태                    

종목         

구성인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회사개요 

회사연혁 

ㆍ 2015. 02. 03     주식회사 문건축  설립  (자본금 200,000,000원) 

ㆍ 2015. 02. 05     법인사업자 등록 

ㆍ 2015. 02. 26     전문건설업 등록 (실내건축공사업 강남-15-01-06) 

ㆍ 2015. 04. 01      설계부문 증설 

ㆍ 2015. 04. 03      KOSCA 회원 등록 (대한전문건설협회) 

ㆍ 2016. 11. 29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제2016115607호) 

ㆍ 2017. 03. 10      디자인전문회사 등록 (한국디자인진흥원) 

ㆍ 2017. 12. 07      벤처기업 등록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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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문건축 

정 문 호 

2015. 02. 0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2길 19 동선빌딩 301호/ 402호 

02-2038-3032 

070-8611-8880 

www.moonarch.co.kr 

건설업 

실내장식 

45명 

120-88-25225 

110111-563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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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 C H I T E C T U R E 

CI 의미 

문건축의 CI는  

한자를 건축의 형태와 함께 어우러지도록 

직선과 사선을 이용해 통일감을 주었으며 

건축회사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고객에 대한 공손한 태도로 튼튼한 믿음과 신뢰를  

마음으로 고하여 최선을 다하는 주식회사  문건축이 되겠습니다. 

건축의 지붕 및 고객에 대한  
공손한 정신을 의미. 

마음으로 고할 문. 

건축의 기초가 되는 콘크리트 색상으로 
튼튼한 기초의 근간이 되자는 의미. 

       CI 
       회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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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ZATION 
       조직도 

MOON WORK PROCESS 

CEO   대표이사 

Design Team   디자인 연구소 

- 디자인 설계 1부문 
- 디자인 설계 2부문 
 

Execution Team   시공본부 

- 시공 1 부문 
- 시공 2 부문 
- 시공감리 
- 공무 
 

Marketing Team   마케팅팀 

- PM 
- 영업기획 

Quality Control Team   품질/안전관리팀 

- 본사 안전관리팀 
- A/S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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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Team   경영지원팀 

- 인사 
- 관리 
- 회계 
 



이춘복 수석 
디자인 설계부문 본부장  

Works 

 

가산 소중한건강증진센터 기획/기본/실시설계  

신세계 센트럴시티 파미에스트리트 기획/기본/실시설계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기획/ 기본 설계 

롯데 C2 AVENUEL 공용부 기본/ 실시설계 

롯데 부산타운 공용부 및 연결부 기획/ 기본/ 실시설계  

AK Plaza 수원점 리뉴얼 기획/ 기본/ 실시설계  

AK Plaza 원주점 기획/ 기본/ 실시설계  

현대자동차 지역특화 테마지점 기획설계 

BERBURRY  백화점, 면세점 입점 매장 실시설계 

COACH 백화점, 면세점 입점 매장 실시설계 

BOTEGAVENETA 백화점 입점 매장 실시설계 

여수 HIDDEN BAY 호텔 인테리어 기획/기본/실시설계 

천안 테딘 Water Part & 리조트 기획/기본/실시설계 

베스트웨스턴 호텔 군산 기획/ 기본/ 실시설계  

제주 션사인 호텔 리뉴얼 기획/ 기본/ 실시설계  

부산 농심호텔 , 허심청 리뉴얼 기획/ 기본/ 실시설계 

제주 CASA DEL AQUA Hotel & Resort 기본/ 실시설계  

여수 디오션 Hotel & Resort & Warter Park 기획/ 기본/ 실시설계 

천안 테딘 Resort & Warter Park 기획/ 기본/ 실시설계 

동강시스타 리조트 & 스파 기획/ 기본/ 실시설계  

CGV 울산 삼산 외 국내 사이트 다수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USA California Buena Park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Vietnam Ho Guom Plaza 외 베트남 사이트 다수 설계 

CGV Indonesia SUNRISE Mall 외 인도네시아 사이트 다수 설계 

롯데시네마 Vietnam Nowzone 기획/기본/실시설계 

롯데시네마 건대입구관 외 국내 사이트 다수 기획/기본/실시설계 

메가박스 강남 리뉴얼 기획/기본/실시 설계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식품관 & 푸드코트 기본/ 실시 설계 

롯데백화점 센텀점 푸드코트 리뉴얼 기획/기본/ 실시 설계 

아크메 자산관리 오피스 기획/기본/ 실시 설계 

롯데캐미칼 신축사옥 기획/기본/ 실시 설계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기획/ 기본/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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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찬 부 수석 
디자인 설계1부문   

Works 

 

참누리 에스테틱 기획/기본/실시설계 

예인피부과 기획/기본/실시설계 

경북대학교 어린이 병원 기획/기본/실시설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실시설계 

CGV 대구 월성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세종 몰리브 기획/기본/실시 설계 

CGV  Indonesia  FOCAL POINT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Indonesia Cikupa   ECO Plaza 기획/기본/실시설계 

나이키 스포츠 코리아 기획/기본설계 

파가니카 골프클럽 하우스 기획/기본/실시설계 

클럽 모우 골프클럽 하우스 기획/기본/실시설계 

동래 베네스트 골프클럽 하우스 기획/기본/실시설계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기획/기본/실시설계 

국토해양부 인재개발원 기획/기본/실시설계 

삼성생명 휴먼센터 기획/기본/실시설계 

한국가스공사 사옥 기획/기본/실시설계 

HMK 리서치 하우스 기획/기본/실시설계 

강북 시립 미술관 기획/기본/실시설계 

창원 컨벤션센터 기획/기본/실시설계 

안성 복합 교육 문화센터 기본/실시설계 

명륜동 주택 기획/기본/실시설계 

수유동 오피스텔 기획/기본/실시설계 

자곡동 타운하우스 기본/실시설계 

충청은행 본점 기획/기본/실시설계 

송도 오피스텔 기획/기본/실시설계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기획/기본/실시설계 

남한강 예술특구 기획/기본/실시설계 

중동 고등학교 기획/기본/실시설계 

극지연구소(KOPRI) 

삼성전자 광주 기숙사 리뉴얼 기획/기본/실시설계 

       About Members 
       주요직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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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정 책임 
디자인 설계1부문  

Works 

 

천안 의료원  기획/기본/실시설계 

서울대 보라매 병원 리뉴얼 기획/기본/실시설계 

중국 석가장 벌집 쇼핑센터 기획/기본/실시설계 (진행중)  

중국 연길 경위락천지 인테리어 기획/기본/실시설계 

마리오 아울렛 1관 전층 인테리어 리뉴얼 기획/기본/실시설계 

동숭동 팝레스트랑 매장 기획/기본/실시설계 

이랜드 홈에버 (목동/유성/칠곡 등 다수) 실시설계 

이랜드 2001 아울렛 다수점 실시설계 

롯데마트  청라점  기획/기본/실시설계 

엘루이 호텔 멤버쉽 BAR 기획/기본/실시설계 

청담동 스파 매장 기본/실시설계 

CGV  Indonesia Cikupa   ECO Plaza 기획/기본/실시설계 

롯데시네마  대전 기획/기본/실시설계 

프리머스 시네마(춘천/부천/목포/안산) 기획/기본/실시설계 

시너스 인천 연수 기획/기본/실시설계 

동숭동 복합공연장 실시설계 

그랜드마트  계양점 식품관 기획/기본/실시설계 

롯데백화점 본점 식당가  냉면/비빔밥/카페  기획/기본/실시설계 

인천 청학동 광장프라자 푸드코트 기획/기본/실시설계 

이랜드 레스토랑 (더까페/애슐리/피자몰/오후 등) 기본/실시설계 

해병대 사령부 공관 기획/기본/실시설계 

식사지구 도서관 기획/기본/실시설계 

부평 우체국 기획/기본/실시설계 

동탄 동양 파라곤 주민편의시설  기획/기본/실시설계 

김포 하나로 교회 기획/기본/실시설계 

       About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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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선임 
디자인 설계1부문  

Works 

 

BEAKER  롯데월드타워에비뉴엘점 외 다수 매장 실시설계 

BEAN POLE  김포아울렛점 외 다수 매장 실시설계 

ARMANI JEANS 코엑스점 외 다수 매장 실시설계 

CHOLE 현대무역 코엑스점 실시설계 

올리브영 본점(명동점) 기본/실시설계  

올리브영 중국 상해점 기본/실시설계  

CGV 대구 월성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세종 몰리브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Indonesia Focal Point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Vietnam  Rice City 기획/기본/실시설계 

제주 오설록 티하우스 기획/기본/실시설계 

단독주택 고림동 666-3외 다수 설계 

김소영 선임 
디자인 설계1부문  

Works 

 

중국 석가장 벌집 쇼핑센터 기획/기본/실시설계 (진행중) 

고양 롯데아울렛 기획/기본/실시설계 

롯데 시티호텔 제주점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Vietnam Rice City 기획/기본/실시설계 

롯데시네마 광명 아울렛 기획/기본/실시설계 

동대문 국악당 기획/기본/실시설계 

한국광고박물관 기획/기본/실시설계 

THE OYSTER BAR 기획/기본/실시설계  

현대자동차 남양 디자인 연구소 기획/기본/실시설계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기획/기본/실시설계  

       About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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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진 선임 
디자인 설계1부문  

Works 

 

신세계 센트럴시티 파미에파크 기획/기본/실시설계 

신세계 첼시 파주프리미엄아울렛 농특산물 매장 설계 

롯데 C2 AVENUEL 공용부 기본/ 실시설계 

CGV 용산 상영관 리뉴얼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Indonesia  BEC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Vietnam TD Pearl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Vietnam Dongnai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Vietnam Hoguom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Vietnam SSG 기획/기본/실시설계 

롯데시네마 건대입구관 기획/기본/실시설계 

롯데시네마 김해점 기획/기본/실시설계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식품관 기본/ 실시 설계 

롯데캐미칼 신축사옥 기획/기본/ 실시 설계 

김고은 주임 
디자인 설계1부문  

Works 

 

중국 석가장 벌집 쇼핑센터 기획/기본/실시설계 (진행중)  

삼육대학교 생활관 리뉴얼 기획/기본/실시설계 

롯데시네마 광명 아울렛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배곧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서전주 기본/ 실시설계 

CGV 세종 몰리브 기획/기본/실시 설계 

CGV  Indonesia Cikupa   ECO Plaza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Vietnam Rice City 기획/기본/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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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실 사원 
디자인 설계1부문  

Works 

 

CGV 제주 노형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배곧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서전주 기본/ 실시설계 

CGV 용산 상영관 리뉴얼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Vietnam HCMC SVH D10  기획/기본/실시설계 

삼육대학교 생활관 리뉴얼 기획/기본/실시설계 

아티제 용산래미안점  기획/기본/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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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희 부 수석 
디자인 설계2부문  

Works 

 

연인산 블래슘 스파 리조트 기획/기본/실시설계 

인천 국제 성모병원  VVIP & VIP 특실 기획/기본/실시설계, 현장감리 

인천 국제 성모병원  MTP MALL 기획/기본/실시설계, 현장감리 

인천 국제 성모병원 병원동 기획/기본/실시설계, 현장감리 

인천 국제 성모병원 마리스텔라 시니어 타운 공용부 & 객실 설계 

중국 심양 롯데파크  기본/실시설계 

머큐어 엠버서더호텔 스카이라운지 기획/기본/실시설계, 현장감리 

메이필드 호텔 멤버쉽 스포츠 센터 기획/기본/실시설계  

신사 도미인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  기본/실시설계 

제주 CASA DEL AQUA Hotel & Resort 기본/ 실시설계  

스파렉스 스파 청라점 기획/기본/실시설계, 현장감리 

스파렉스 스파 세종점 기획/기본/실시설계, 현장감리 

스파렉스 스파 중국 위해점 기획/기본/실시설계 

케냐 나이바샤 리조트 워터파크 기획/기본/실시설계 

중국 얀타이 워터파크 기본/실기설계 

해운대 위브더 제니스(스파마린) 스파 기본/실시설계 

신세계 센텀스파 기획/기본/실시설계 

파주 워터파크 & 스포츠파크  기획/기본/실시설계 

보광 블루케니언 워터파크 기획/기본/실시설계, 현장감리 

포천 칸 리조트 워터파크 기획/기본/실시설계  

대전 골프존 사옥 스파 & 휘트니스 기획/기본/실시설계 

서림 이천 테르메덴 스파 기본/실시설계 

CGV 목동(현대백화점)  리뉴얼 기획/기본/실시설계 

롯데시네마  일산 라페스타관 기획/기본/실시설계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기획/기본/실시설계 

메가박스 강남 리뉴얼 기획/기본/실시설계 

메가박스 하남점  실시설계 

대구은행 양산점 기획/ 기본/ 실시설계 

선릉 피에스타 귀족 웨딩홀 기획/기본/실시설계  

자양동 파티피에스타 기획/기본/실시설계  

현대자동차 신축사옥 기획/기본/실시설계 

인천 동구청 어린이 후생시설 기획/기본/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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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책임 
디자인 설계2부문  

Works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7F 생활관 설계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 식품관 리뉴얼 기본/실시설계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 8F 리뉴얼 기획/기본/실시설계  

신세계 첼시 파주프리미엄아울렛 농특산물 매장 설계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리뉴얼 기획/기본/실시설계 

롯데백화점 본점 9F 중소기업상생관 설계  

롯데백화점 동래점 M1F,2F 영플라자 리뉴얼 설계 

롯데백화점 C2에비뉴엘 5F 편집샵 기획/기본/실시설계 

롯데아울렛 부여 향토특산물관 기획/기본/실시설계 

AK Plaza 수원점 기획/기본/실시설계 

AK Plaza 원주점 기획/기본/실시설계  

그랜드백화점 일산점 리뉴얼 기획/기본/실시설계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산점 매장 및 전문식당가 설계 

이마트 수원 광교점 매장 및 전문식당가 기획/기본/실시설계 

베스트웨스턴 호텔 포항 기획/기본/실시설계  

데이즈 명동 호텔 실시설계 

솔라리아 니스테츠 명동 호텔 기본/실시설계 

CGV 부산 대한점 외 국내 사이트 다수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USA California Buena Park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Vietnam Halong  Marine Plaza 외 베트남 사이트 다수 설계  

CGV Indonesia MIKO Mall 외 인도네시아 사이트 다수 설계 

솔라리아 니스테츠 명동 호텔 기본/실시 설계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DEAN&DELUCA 기본/실시설계 

롯데 FITIN 푸드코트 기본/실시설계 

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 푸드코트 기본/실시 설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대구 이시아 폴리스점 기획/ 기본/ 실시설계 

JW Marriott Hotel Classic7(연회장) 기획/ 기본/ 실시설계 

제일은행 잠실점 기획/ 기본/ 실시설계 

뱅크오브차이나 기획/ 기본/ 실시설계 

와코비아 서울지점 기획/ 기본/ 실시설계 

부천문화원 리뉴얼 기획/ 기본/ 실시설계 

삼육대학교 70주년 기념관 강당 기획/ 기본/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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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경 선임 
디자인 설계2부문  

Works 

 

연인산 블래슘 스파 리조트 기획/기본/실시설계 

인천 국제 성모병원 실내골프장 기획/기본/실시설계 

인천 국제 성모병원 마리스텔라 시니어 타운 공용부 & 객실 설계 

중국 심양 롯데파크  기본/실시설계 

현대백화점 라바짜 메뉴얼 설계 

머큐어 엠버서더호텔 스카이라운지 기획/기본/실시설계 

신사 도미인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  기본/실시설계 

스파렉스 스파 청라점 기획/기본/실시설계 

스파렉스 스파 중국 위해점 기획/기본/실시설계 

대구 노보텔 8F 수영장 기획/기본/실시설계 

메가박스 강남 리뉴얼 기획/기본/실시설계  

메갸박스 하남 실시설계 

W힐스 웨딩홀 기획/기본/실시설계  

선릉 피에스타 귀족 웨딩홀 인테리어 기획/기본/실시설계  

인천 동구청 어린이 후생시설 기획/기본/실시설계 

김정경 주임 
디자인 설계2부문  

Works 

 

신세계 센트럴시티 파미에스트리트 기획/기본/실시설계 

신세계 센트럴시티 파미에파크 기획/기본/실시설계 

신세계 백화점  Boon the Shop  강남점 기본/실시설계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 식품관 리뉴얼 기본/실시설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Boon the Shop 기본/실시설계 

롯데 C2 AVENUEL 공용부 기본/ 실시설계 

롯데 C2 AVENUEL B1F 슈즈편집매장 기획/기본/실시설계 

AK Plaza 원주점 기획/기본/실시설계  

APPLE PLAZA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Vietnam TD Pearl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Vietnam SSG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Indonesia BEC 기획/기본/실시설계 

롯데시네마 김해점 기획/기본/실시설계 

롯데캐미칼 신축사옥 기획/기본/ 실시 설계 

부천문화원 리뉴얼 기획/ 기본/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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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주임 
디자인 설계2부문  

Works 

 

신세계 센트럴시티 파미에스트리트 기획/기본/실시설계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기획/ 기본/ 실시 설계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산점 매장 및 전문식당가 설계 

BERBURRY  백화점, 면세점 입점 매장 실시설계 

COACH 백화점, 면세점 입점 매장 실시설계 

BOTEGAVENETA 백화점 입점 매장 실시설계 

CGV Vietnam Liberty HVT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Vietnam KUMHO HCMC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Vietnam Parkson Dong Khoi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Vietnam Vincom Dong Khoi 기획/기본/실시설계 

       About Members 
       주요직원소개 

01    INTRODUCTION I 회사소개 

신소유 사원 
디자인 설계2부문  

Works 

 

연인산 블래슘 스파 리조트 기획/기본/실시설계 

제주 신화 워터파크 기본/실시설계 

CGV Vietnam Hanoi Truong Dinh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화성 동탄 기획/ 기본/ 실시 설계 

MEGABOX 포항 오천 기획/기본/실시설계 

MEGABOX 용인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Vietnam Parkson Dong Khoi 기획/기본/실시설계 

CGV Vietnam Vincom Dong Khoi 기획/기본/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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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하 이사 
시공본부  

Works 

 

유진기업 여의도 신사옥 리모델링 공사 

현대백화점 판교점 5층 인테리어 공사 

장교 롯데 비지니스호텔 인테리어 공사 

진천 정보통신진흥원 인테리어 공사 

롯데백화점 베트남 하노이점  식당가, 4층, 5층 공사 

롯데호텔 베트남 하노이점  객실 공사 

롯데 월드몰 캐쥬얼동 1,3층 인테리어 공사 

베트남 롯데시네마  빈증점  인테리어 공사 

롯데아울렛 김해점 증축 공사   

롯데백화점 미아점 전층 리뉴얼 공사 

롯데백화점 창원점 6층 식당가 리뉴얼 공사 

롯데백화점 광복점 식당가 공사 및 전층 고객화장실 공사 

롯데마트 안산종합운동장점 2공구 인테리어 공사 

부산 롯데호텔 개보수 공사 

롯데백화점 잠실점 11,12층 식당가 리뉴얼 공사 

파라다이스 청운동 아델하우스 12세대 인테리어 공사  

반포 루이캐슬 18세대 인테리어 공사 

롯데호텔 2층 웨딩센터 및 폐백실 인테리어 공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6층 개보수 공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직원화장실 공사 

평창동 S씨댁 리모델링 공사 

롯데시네마 안산점 인테리어 공사 

롯데백화점 본점 1층, 6층, 8층 리뉴얼 공사 

롯데백화점 본점 11,12층 식당가 리뉴얼 공사 

롯데영플라자 지하1층, 1층 리뉴얼 공사 

롯데백화점 대전점 지하1층 리뉴얼 공사   

롯데마트 광주점 1,3층 매장공사 및 공용부위 공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지하1층, 5-7층 부분 리뉴얼 공사   

롯데호텔 본점 1층 로비라운지, 윈져바 인테리어 공사    

롯데호텔 본점 2층 그룹라운지, 연회장 인테리어 공사     

롯데백화점 잠실점 1-4층 리뉴얼 공사 

       About Members 
       주요직원소개 

01    INTRODUCTION I 회사소개 

17 



김장호 부장 
시공본부  

Works 

 

CGV 전주고사 인테리어 공사 

롤링힐스호텔 고객편의시설 개선 공사 

신문로 주택 인테리어 공사 

발리오스CC 클럽하우스 인테리어 공사 

한남동 주택 공사 

현대자동차 마북 연수원 식당 인테리어 공사 

제주 해비치 직원공간 인테리어 공사 

현대자동차 양재사옥 1층 카페테리아 인테리어 공사 

김포 일성건설 견본주택 신축 공사 

롤링힐스 호텔 인테리어 공사 

상해 미레에셋 타워 공사 

삼성전자 탕정사업장 공사 

인천공항 아시아나 라운지 공사 

카톨릭병원 신축 공사 

삼성의료원 암센타 인테리어 공사 

프레지던트호텔 로비 리노베이션 공사 

메사 리모델링 공사 

인스레스코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광주 남양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 

삼성플라자 푸드코트 인테리어 공사 

대구 경남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 

부산 롯데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 

장안동 동부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 

여의도 대우 모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 

일산 성원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 

문래동 SK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 

대구 롯데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 

부산 태영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 

타워팰리스 1차 인테리어 공사 

       About Members 
       주요직원소개 

01    INTRODUCTION I 회사소개 

18 



신동민 차장  
시공본부  

Works 

 

메가박스 일산점 인테리어 공사  

수원역사 증축공사 중 AK NOVOTEL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 

Y'Z park 부산 광복점 상환경 인테리어 공사 

송도 NC 큐브 외부 구조물 설치공사 

Y'Z park 광주 충장로점 2공구 인테리어 공사 

캠코 인재개발원 연수시설 개보수 공사 

롯데마트 시흥점 1공구 인테리어 공사 

평촌 롯데백화점 5층 인테리어 공사 

김포 스카이파크 롯데백화점 2층 인테리어 공사 

중앙대학교 모의법정/문화예술관 부분 공사 

가든5 NC백화점 3,4층 SI 공사 

스타벅스 파주 첼시점 인테리어 공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문화홀 인테리어 공사 

롯데백화점 일산점 문화홀 인테리어 공사 

SK 분당 수입차 복합공장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뉴코아 아울렛 일산점 킴스클럽 리모델링 공사 

아워홈 세우빌딩 국민은행 리모델링 공사 

아워홈 여의도 국민은행 리모델링 공사 

호텔 엘루이 페레 멤버쉽 BAR 리모델링 공사 

뉴코아 아울렛 안산점 B1,2F 킴스클럽 리모델링 공사 

모아저축은행 본사 3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2001 아울렛 미금점 킴스클럽 리모델링 공사 

킴스마트 풍동점 인테리어 공사 

홈에버 목동점 하이퍼 리모델링 공사 

홈에버 방학점 하이퍼 리모델링 공사 

한국짐보리 ㈜짐월드 부산 서면 짐보리 리모델링 공사 

롯데백화점 노원점 2층 리모델링 공사 

인천 송도 도시개발공사 모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 

롯데백화점 관악점 7층 식당가 리모델링 공사 

SK건설 분당 PARK VIEW 주상복합 33.63평형 3개동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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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과장  
시공본부  

Works 

 

CGV 부산 서면 홀 리뉴얼 공사 

CGV 압구정 아트하우스 리뉴얼 공사 

동대문 두산타워 5,6층,VOID 공사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14년 리뉴얼 1,2공구 공사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2F 사파이어 라운지 인테리어 공사 

삼성전자 17라인 S3 직원식당 1,2층 공사 

판교 넥슨 신사옥 5~10층 인테리어 공사 

농심 메가마트 본사 인테리어 공사 

일원동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B2F~1F 리모델링 공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6층 개보수 공사 

아일랜드 골프장 27홀 클럽하우스 신축 공사 

수표동 업무 시설 인테리어 공사 

서울 프라자 호텔 17~19층 객실 인테리어 공사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신축공사 중 지하1층 인테리어 공사 

분당 NHN 벤처타운 본사 인테리어 공사 

롯데백화점 광복점 옥상 전망대 인테리어 공사 

상암동 우리은행 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소공동 롯데호텔 본점 14~15층 개보수 공사 

소공동 롯데호텔 본점 17~18층 개보수 공사 

청와대 여민관 개보수 공사 

원주 W-CITY 쇼핑몰 인테리어 공사 

황학동 롯데캐슬 쇼핑몰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 

웅진코웨이 SHOP 매장 인테리어 공사 

LG전자 BEST SHOP 매장 인테리어 공사 

웅진코웨이 로드샵 인테리어 공사 

(서울 12점포, 부산.경남 15점포, 경기 17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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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승 과장  
시공본부  

Works 

 

CGV 일산점 부분 리모델링 공사 

메가박스 Y-CITY점 인테리어 공사 

메가박스 동대문점 VIP ROOM 인테리어 공사 

8푸드 프렌차이즈 매장 인테리어 공사  

이비가그룹 프렌차이즈매장 인테리어 공사 

홈스푸드 프렌차이즈매장 인테리어 공사 

크루셜텍 판교사옥 인테리어 공사 

홈플러스 의정부점 리모델링 공사 

AK백화점 구로본점 공용부 리모델링 공사 

AK백화점 수원역사점 공용부 리모델링 공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 공사 

홈플러스 대전유성점 리모델링 공사 

국민은행 대전도안점 인테리어 공사 

이랜드 미쏘 명동 눈스퀘어점 인테리어 공사 

CNN CAFÉ 인테리어 공사 

YBM 강남센터 인테리어 공사 

쉐보레 자동차 전시장 공사 

기아자동차 덕평 출하사무소 환경개선 공사 

르노삼성 자동차 전시장 공사 

미샤 브랜드 매장 공사 

LG전자 평택 생산기술원 사내식당 인테리어 공사 

수출입은행 VIP ROOM 인테리어 공사 

연세세브란스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 

GS 영종 자이 특화 공사 

금천구청 건립 공사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상징탑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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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대리 
시공부문 

Works 

 

용산 아이파크몰 단체관광식당 조성 공사 

CGV전주고사 신규건설 인테리어 공사 

메가박스 대전점 인테리어 공사 

아이파크몰 에어쉽 6층 면세점교육장 조성 공사 

동대문 두산타워 B3~B5층  공사 

마산 신세계 백화점 식당가 인테리어 공사 

롯데백화점 하이마트 모바일샵 인테리어 공사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 라운지 2층 인테리어 공사 

군산 롯데 하이마트 인테리어 공사 

김해 부원 롯데 하이마트 인테리어 공사 

김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신축 공사 

강릉 포스코 더샾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 

포스코 ICT 충주데이터센터 인테리어 공사 

세종시 현대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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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대리  
시공본부 

Works 

 

메가박스 일산 Y-CITY 5점 인테리어 공사 

메가박스 동대문점 리뉴얼 공사 

아이파크 리빙관(동관) 5층 공용부 리뉴얼 공사 

CGV 부산화명 로비,상영관 리뉴얼 인테리어 공사 

동대문 두산타워 리뉴얼 공사 

CGV 압구정 아트하우스 리뉴얼 공사 

두산타워 5, 6F VOID RENEWAL 인테리어 공사 

건대스타시티점 리뉴얼 MD 2공구 공사 

한국지엠주식회사 디자인센터 인테리어 공사 

롯데백화점 창원점 신관 증축 및 리뉴얼 공사 

계양 센트레빌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리뉴얼 공사 

롯데백화점 본점 5층 리뉴얼 공사 

 

22 



       보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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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경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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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02    CERTIFICATES I 관련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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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02    CERTIFICATES I 관련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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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02    CERTIFICATES I 관련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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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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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연인산 블래슘 스파 리조트 _2017 

        Project of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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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연인산 블래슘 스파 리조트 _2017 

        Project of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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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연인산 블래슘 스파 리조트 _2017 

        Project of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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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CGV 동탄 _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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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CGV 서전주 _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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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CGV 배곧 _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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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CGV TURKEY ISTINYE PARK _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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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CGV VIETNAM HCMC SVH D10 _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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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CGV VIETNAM TRUONG DINH _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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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CGV 소풍_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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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CGV 구리_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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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MEGABOX 이수_2016     

41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MEGABOX 동대구 (실시설계)_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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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MEGABOX 하남 (실시설계)_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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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CGV INDONESIA BANDUNG PASKAL_2016     

44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CGV INDONESIA MEDAN FOCAL POINT_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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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CGV VIETNAM RICE CITY _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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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MEGABOX 강남_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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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석가장 벌집 쇼핑센터 기획_2 016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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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BLOSSOM PARK  LOGO SHOP_2016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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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CGV 대구 월성_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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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CGV INDONESIA CIKUPA ECO PLAZA_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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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ARTISEE 사당_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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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MEGABOX 마곡_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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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MEGABOX 천안_2017      

55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JTBC 명예의전당_2017      

56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삼육대학교 생활관_2017      

57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아이파크몰 OFFICE_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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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삼성화재 다이렉트 콜센터 OFFICE_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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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MEGABOX 코엑스 MX관_2017      

60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MEGABOX 송도_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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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MEGABOX 청라_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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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다트프린스 수원_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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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MEGABOX 울산 상영관, 진입복도 리뉴얼_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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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MEGABOX 일산 Y CITY 5_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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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MEGABOX 동대문 VIP LOUNGE_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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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Company 

CGV 세종 몰리브_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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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68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신세계 센트럴시티 파미에스트리트_2015 

69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국제성모병원_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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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소중한 건강증진센터_2014 

71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그랜드 앰버서더 호텔 테라피(OCELAS)_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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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APPLE PLAZA_2014  

73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CGV 대학로_2014  

74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롯데시네마 건대입구관_2014  

75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중국 연길 경위락천지_2014  

76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롯데백화점 본점 13층 식당_2014  

77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중국 위해 스파렉스_2014       

78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신세계 무주 인터넷 치유학교_2014       

79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제주 롯데 시티호텔_2013 

80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_2013 

81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_2013 

82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일산 원마운트 힐링센터_2013 

83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롯데백화점 동래점 영플라자 리모델링_2013    

84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자양동 파티피에스타_2013 

85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롯데마트 안산 선부점_2013    

86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롯데캐미칼 신축사옥_2013 

87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신세계 경기점 식품관_2012 

88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마리오 아울렛 1관 전층 리뉴얼_2012        

89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여수 HIDDEN BAY HOTEL_2012 

90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여수 HIDDEN BAY HOTEL_2012 

91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AK PLAZA 원주점_2012        

92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선릉 피에스타 웨딩홀_2012        

93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서울 교육문화회관 연회장_2011        

94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역삼 머큐어 엠버서더 호텔 스카이 라운지_2011        

95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현대백화점 울산점 VIP 라운지 자스민_2011        

96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경주 켄싱턴 리조트_2011           

97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경주 켄싱턴 리조트_2011           

98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천안 테딘 WATER PARK_2010        

99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해운대 위브더 제니스 스파마린_2010        

100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신라면세점 서울점 지하1층 리뉴얼_2010        

101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삼육대학교 70주년 기념관_2010 

102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제주 CASA DEL AQUA HOTEL & RESORT_2010 

103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신세계 센텀 스파랜드_2009 

104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신세계 센텀 스파랜드_2009 

105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보광 휘닉스 블루캐니언_2009 

106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여수 디오션  WATER PARK_2008 

107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양재동 현대자동차 신축사옥_2006 

108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CGV 전주고사 인테리어 공사_2016 

        Project of Members 

110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장교 롯데 비지니스호텔 인테리어 공사_2015 

111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롯데호텔 베트남 하노이점 객실 공사_2014 

112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롯데백화점 건대시티점 10층 신축공사_2014 

113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발리오스CC 클럽하우스 인테리어 공사_2013 

114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발리오스CC 클럽하우스 인테리어 공사_2013 

115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CGV 인천점 상영관 리뉴얼 공사_2013 

116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김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인테리어 공사_2013 

117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동대문 FITIN B2F 하이마트 인테리어 공사_2013 
 

118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동대문 FITIN B2F 하이마트 인테리어 공사_2013 

119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김포공항 롯데몰 하이마트 리뉴얼 공사_2013 

120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김포공항 롯데몰 하이마트 리뉴얼 공사_2013 

121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3층 식품관 인테리어 공사_2012 

122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3층 식품관 인테리어 공사_2012 

123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롯데백화점 중동점 인테리어 공사_2012 

124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롯데백화점 중동점 인테리어 공사_2012 

125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아일랜드 골프장 공사 27홀 클럽하우스 신축공사_2012 

126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이마트 성수점 보육시설 조성공사_2011 

127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인테리어 공사_2011 

128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롯데호텔 부산서면점 객실 26~28층 인테리어 공사_2010 

129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롯데호텔 부산서면점 객실 26~28층 인테리어 공사_2010 

130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서울 프라자 호텔 17~19층 객실 인테리어 공사_2010 

131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레이포드CC 클럽하우스 인테리어공사_2010 

132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분당 NHN 벤처타운 본사 인테리어 공사_2010 

133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소공동 롯데호텔 본점 17~18층 개보수 공사_2008 

134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부산 롯데호텔 개보수 공사_2007 

135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소공동 롯데호텔 본점 2층 웨딩센터 및 폐백실  인테리어 공사_2005 

136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소공동 롯데호텔 본점 1층 로비라운지, 원져바 인테리어 공사_2002 

137 



03    PORTFOLIO I 포트폴리오 

        Project of Members 

소공동 롯데호텔 본점 2층 그룹라운지, 연회장 인테리어 공사_2002 

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