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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만드는 꿈의 기술로 -  

행복을 지켜주는 믿음으로 - 

동원건설산업은 자연과 사람이, 

현재와 미래가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창조합니다.

현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공간을 설계하며, 

고객의 마음으로 미래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새로운 가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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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건설산업은 새로운 생각으로 매일매일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며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치판단과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조직문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상생경영,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동원건설산업은 언제나 보다 아름답고 보다 

풍요로운 세상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Lead Change

건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종합건설사로 도약 
동원건설산업은 축적된 앞선 기술력과 우수한 시공능력,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의 명가로서 자부심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국가의 대규모 

토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불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축과 

플랜트, 해외건설, 에너지 등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미래를 선도하는 종합건설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발상, 탁월한 기술력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동원건설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분야를 발굴하고, 창조적인 발상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환경, 신재생에너지, 그린시티 등 녹색에너지사업을 통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경영시스템으로 원활하고 빠른 정보교류와 소통과 협조를 

통한 지식경영활동으로 최고의 품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중시하며 작은 부분 하나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고객의 

자산 가치를 높여가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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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1_ 건축공사업 면허취득

1989. 07_ 동원그룹 인수

1984. 04_ 삼경사 설립

1999. 12_ 동원렌탈 흡수합병

1997. 09_ 동원건설 사명변경

1997. 07_ ISO 9001 획득

1993. 03_ 주택건설업 면허등록

1992. 12_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

1992. 12_ 토목공사업 면허취득

1992. 05_ 소방설비공사 제1,2종 면허취득

1991. 02_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취득

1990. 05_ 삼경건설 사명변경

History
Dongwon Construction Industries•회사연혁

1980 1990

2008. 12_ 제4회 대한민국 토목건축대상 우수상

2007. 12_ 주거문화대상 수상

2007. 12_ 해외건설업 신고

2007. 04_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

2006. 10_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2006. 06_ 한국을 이끄는 200대 기업선정

2005. 03_ 동원EnC 흡수합병, 동원시스템즈 사명변경

2005. 02_ 시설경비업 면허등록

2004. 11_ 한국건축문화대상 – 여의도 KT빌딩

2001. 12_ 동원건설 흡수합병, 동원 EnC 사명변경

2017. 01_ ISO14001 획득

2016. 04_ 서울시 안전관리 최우수 현장 인증

2016. 03_ 내공사 우수시공업체 선정

2015. 12_ 주식회사 올레브 합병

2014. 12_ 2014 한경주거문화대상 수상(레지던스호텔 부문)

2014. 01_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선정

2013. 01_ 동원건설산업 출범

2012. 12_ 유원시설업 등록

2012. 01_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

2010. 11_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2010. 05_ 코리아웹어워즈 콘텐츠 우수상

2010. 02_ 2009 국가경쟁력 대상 수상

동원건설산업은 탁월한 기술력과 창의적 사고, 

고객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건설 역사와 

함께 쉼없이 전진해 왔습니다. 

이제, 최고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종합건설회사으로서 더 힘찬 도약을 꿈꾸며, 눈부신 

내일을 위한 희망을 건설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도전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200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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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Dongwon Construction Industries•인사말

품질경영_ 글로벌 기준의 품질경영시스템으로 품질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환경경영_ 철저한 환경의식으로 글로벌 친환경 역량을 키워갑니다. 

안전경영_ 생명존중을 원칙으로 생명을 지키는 기술을 이끌어갑니다.

토목사업 부문 PM / FM 부문 

건축사업 부문 주택사업 부문 

35년의 역사를 가진 동원건설산업은 세계 최대의 어업회사인 동시에 국내 최고의 식품사업 그룹인 동원그룹의 

건설부문으로서, 고객에게는 기쁨을 드리고, 사람을 존중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그룹의 경영이념 아래, 

신용과 내실을 중시하는 신뢰의 기업으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동원건설산업은 항만,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물론, 업무시설, 교육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병원, 호텔, 쇼핑시설, 물류/냉동창고, 공장,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사업부문에 차별화 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을 지원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고객우선의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의 행복이 머무는 신개념 

주거문화를 창조하여 전국 주요 도시의 많은 고객님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집은 단순히 거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연 속에 사람들의 행복을 심는 보금자리이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라는 철학을 담아 '동원 베네스트(Benest)'라는 브랜드로 고객 여러분들을 만나 왔습니다. 

행복이 시작되는 '최상의(Best) 보금자리(Nest)'라는 의미를 담아 높은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로 여러분들의 

공간을 창조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동원건설산업은 전문적인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주요 건물, 시설, 공장, 병원 등에 대한 시설관리와 임대, 운영 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후 건물의 수선이나 임대를 위한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 등 리모델링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의 자산 가치 제고와 수익 극대화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동원건설산업 임직원 일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여 

고객님들을 존중하고 항상 진실한 자세로 기쁨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저희만의 차별화된 노하우(Know-how)로 

고객님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곳, 바로 그 옆에 저희 동원건설산업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동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고객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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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Planning
Dongwon Construction Industries•경영이념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경영
동원건설산업은‘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회사’를 

만들자는 비전으로 주택, 건축, 토목, 플랜트, SOC, 해외사업 등 각각의 사업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며, 고객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을 경영원칙으로 삼고 고객, 주주,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오늘보다 풍요로운 내일의 가치를 제공하며 동원그룹의 

경영이념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윤리경영
동원건설산업은 사람 존중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급속한 성장보다 기본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며 정도경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직과 투명경영 원칙하에 고객만족, 신뢰와 화합, 비전

공유를 통한 구성원들의 올바른 사고와 행동을 이끌며 새로운 시대의 

경영환경에 맞는 가치체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원건설산업은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개발과 윤리경영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경영
동원건설산업은 열성, 도전, 창조의 동원정신을 바탕으로‘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회필요기업’으로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경영시스템은 원칙을 철저히 하고 고객과 주주, 사회와 파트너, 임직원들에게 

이윤을 고르게 분배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가치 창조를 통하여 한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며 끝없는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동원건설산업은 성실한 기업활동으로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동원그룹의 창업이념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앞으로도 국가경제 발전에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동원건설산업의 체계적인 지식경영시스템과 무차입 경영, 올곧은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영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사랑과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건전한 기업정신과 체계적인 지식경영으로 

내일의 가치를 높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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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위에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건설은 정직한 산업입니다. 

동원건설산업은 정도를 걷고, 원칙을 지키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성장해왔습니다. 

사람과 자연에 대한 배려와 정직한 기술로 우리의 삶에 

생기를 더하며 따뜻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안해 온 

동원건설산업 

이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공간창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꿈꾸는 공간을 만들며 내일의 희망을 

더 크게 건설하겠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기술로 
풍요로운 내일을 건설합니다

Lead Create

주택사업

건축사업

PM & FM

토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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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오피스텔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 

상업 · 업무용 빌딩

호텔 · 교육 · 문화시설

산업 · 공공시설

도로 · 철도

상업단지 · 태양광

하천 및 하수관거

부동산 자산&시설관리사업

민간투자사업

리모델링&인테리어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지우는 건축미학- 

도시의 감성을 자극하는 아름다움을 짓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건축은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인 공간을 넘어 예술작품과도 같은 

창조성과 심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능의 공공건물, 아름다움과 기능이 조화된 상업용 건물 등으로 

건축문화를 이끌어온 동원건설산업은 절제된 공간미학과 조형미, 실용성이 

어우러진 건축물로 도시의 감성을 풍부하게 가꿔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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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on Construction Industries•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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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건설산업은 첨단 건축공법으로 도시에 감성을 더하는 

건축문화를 이끌어왔습니다. 
동원건설산업은 최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인텔리전트빌딩 분야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복합적인 기능을 완성도 높게 구현하기 위해 

첨단건축공법과 시스템 개발에 역점을 두고, 고객만족은 물론 도시의 가치도 함께 높여가고 있습니다.

① KT여의도지점 / ② 동원그룹 빌딩 

③ KT 부산 지점 / ④ 한국투자증권빌딩

⑤ 등촌동 건영빌딩 / ⑥ 미아연이빌딩

❶

❷

❹❸

❺ 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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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운대호텔 / ② M-STAY호텔

③ 부천 대성병원 / ④ 평택성모병원 / ⑤ 우즈벡 아동병원

호텔, 쇼핑몰, 병원시설
동원건설산업은 편리함이 넘치는 과학적인 동선배치와 차원 높은 설계로 

고객이 원하는 호텔, 쇼핑, 문화, 병원 등을 만듭니다.

❶

❷

❸

❺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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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건설산업은 편리함이 넘치는 과학적인 

동선배치 및 차원 높은 분위기와 고품격 공간을 

연출하여 고객이 원하는 학교, 도서관, 기숙사, 

연수원 및 문화시설을 만듭니다.

교육·문화시설  

① 부산대학교 기숙사 / ② TS대한제당 교육,연구시설

③ 동원 리더스아카데미 / ④ 고려대 글로벌 리더쉽홀 / ⑤ 부경대 장보고관  

❶

❷

❸

❺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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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시설

21

① 광운대기숙사 / ② 부산행복기숙사 / ③ 진남초등학교 

④ 중부대학교 건원관 / ⑤ 서울대 생활관 / ⑥ 전남대 해양 시뮬레이션관

⑦ 장기동초등학교 / ⑧ 정천초등학교

❶

❷ ❽

❺ ❻

❸ ❹

❼



공장시설  

① 서흥캅셀 오송공장  /  ② 두원중공업   /  ③ 이스텔 안양공장

④ 팬택공장    / ⑤ 삼조쎌틱 아산공장   /  ⑥ 동원 창원공장

❺

❻

❶

❹

❷

❸

23

동원건설산업은 제약, 식품관련 생산공장에서 요구하는 

GMP, HACCP 시설에 대한 공사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냉동·물류창고

① 이천 냉동물류창고 / ② 레스코 물류센터 / ③ 동원냉장Ⅰ 

④ 홈푸드 시화물류센터 / ⑤ 백암물류

❶

❷

❸

❹ ❺

동원건설산업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시공과 노하우로 동양 최대 냉동물류창고인 동원냉장과 

전국 각지의 물류센터를 건립함으로서 산업용 건축분야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5



 

① 부산신항웅동냉동창고

② 동원산업 시화 물류센터 / ③ 충청권비축기지

❶

❷ ❸
① 원주 관사  /  ② 예천 정비사 내무반 

③ 예천 기동타격대 내무반 / ④ 예천 경비대 내무반

❶

❹

❷

❸

군·공공시설  

27

냉동·물류창고



① 공군 예천관사 / ② 양구 A지역 병영시설 양구

③ D지역 병영시설 / ④ 포천 기산리 관사 / ⑤ 포천 병영시설 

⑥ 계룡대 자운대 / ⑦ 논산-익산관사 / ⑧ 충주 관사  

❶

❷

❹

❻

❽❼

❺

❸

29

군·공공시설  



동원베네스트는 최고의 보금자리란 뜻으로 

사계절 행복한 아파트의 주거공간을 추구하는 

동원건설산업의 약속입니다.

상도동 동원베네스트 

동원베네스트가 
주거명작을 만들어갑니다

Intelligent System
21세기 첨단 정보화 사회에서 아파트도 앞서가야 합니다.

유비쿼터스로 통합되는 세상을 동원건설산업의 

인텔리전트 기술이 열어갑니다.

Well-being Home
동원베네스트는 자연과 가까운 풍부한 녹색정원 등으로 설계되어 

건강과 휴식이 넘치는 자연친화형 아파트로 고객이 더욱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Natural & Healthy Life
자연친화적 설계의 동원 베네스트는 인체공학적 평면설계와 

각종 친환경 마감재 사용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최소화 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Housing
Dongwon Construction Industries•주택사업

31

Create
s the 

Luxur
y 

       
       

of Housing



① 동두천 지행역 동원베네스트 / ② 인천 논현 오피스텔 / ③ 대전도안주공아파트

④ 홍은동 동원베네스트 / ⑤ 시흥 능곡 주공아파트 / ⑥ 경남혁신주공아파트 

⑦ 구리 인창동 동원베네스트 / ⑧ 구월동 오피스텔 / ⑨ 박달동 동원베네스트 

❶

❷

❺

❾

❸

❼❻

❽❹

아파트 & 오피스텔 

33



아파트 

① 하남 풍산 동원베네스트 / ② 남양주 지금동 동원베네스트 / ③ 안양 호계동 동원베네스트

④ 여주 동원베네스트 / ⑤ 연산동 동원베네스트 / ⑥ 장위동 동원베네스트 / ⑦ 광명 주공아파트 

❶

❷

❸

❺

❹

❻

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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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① 부산 당리동 동원베네스트 / ② 한남동 동원베네스트 / ③ 면목동 동원베네스트

④ 마포 동원베네스트 / ⑤ 월계동 동원베네스트 / ⑥ 이촌동 동원베네스트

❶

❷

❸

❺

❹

❻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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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 타운하우스

고급 커뮤니티가 만나는 고품격 스타일-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주거명작을 만납니다
동원건설산업은 국내 타운하우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거 가치는 물론 고객의 프리미엄까지, 최고의 주거 명작을 만듭니다.
① ②동연재 동원베네스트 타운하우스 / ③ 거실  / ④ 다실 

⑤ 단독형 엘리베이터 / ⑥ 주방 / ⑦ 침실 / ⑧ 오픈형 중정 ❷

❸

❼

❺

❶ ❹

❽

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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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타운하우스

언남 타운하우스

① 영종 동원베네스트 타운하우스 

② A/V룸 / ③ 거실 /  ④ 주방 

① 다락방 계단 / ② 세대용 테라스 

③ 주방 / ④ 영종 동원베네스트 타운하우스 

❶

❸ ❹

❷

❹

❸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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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첨단기술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작은 다리 하나가 지형을 바꾸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도시와 도시를 잇고 서로 다른 문화 교류의 기반을 조성하는 토목사업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을 다져온 동원건설산업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시대를 앞선 탁월한 안목을 바탕으로 오늘보다 

풍요로운 내일을 건설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토목사업의 숨은 일꾼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43

Civil Engineering
Dongwon Construction Industries•토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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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복도시 교량공사

② 만경강교

❶

❷

도로 / 교량 / 터널

도로, 교량, 터널등 성공적인 공사수행으로 국토개발과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가치창조와 

국가 인프라 건설의 중요한 역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량·도로·터널



① 부산신항 제 2배후도로 공사

② 정양 - 하동 도로확포장공사 

③ 강동 - 포항간 4차선 축조공사

④ 평택 - 이동간 도로확장공사

⑤ 진안 - 관촌간 도로포장공사 

⑥ KTX서부역사 진입로

  주요실적
•국지도 88호선 정양-하동 도로확포장공사

•진안-관촌간 도로공사 및 터널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교량공사

•장안교-중량교 도로개설공사

•강동-포항간 4차선 축조공사

•삼척-근덕간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47

❹

❻❺

❶

❸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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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전철·자기부상열차 

① 전라선 복선전철 공사 

②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③ 전라선 동익산역 

전라선 복선전철 공사 
익산 - 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❶

❸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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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부상열차 싸이언스교

② 자기부상열차 차고지

③ 자기부상열차 궤도설치공사

❶

❸

❷

동원건설산업이 시공한 자기부상열차는 첨단과학

기술의 결정체로 국가 미래가치의 향상과 첨단기술에 

대한 해외수출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 증대 및 연계노선 개발로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자기부상열차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엑스포과학공원

① 신분당선 차량기지 공사 

② 신림선 경전철 공사 

③ 신분당선 연장공사

❶

❸

❷

 주요실적
•신림선 경전철 공사

•동북선 경전철 공사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

•전라선 복선전철 공사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자기부상열차



산업 / 물류단지•골프장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시대를 앞선 탁월한 안목을 바탕으로 오늘보다 풍요로운 

내일을 건설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토목사업의 

숨은 일꾼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① 거창산업단지 전경 / ② 강진환경산업단지 / ③ 남춘천산업단지

④ 영동황간물류단지 / 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공사

⑥ 금현일반산업단지 / ⑦ 샴발라골프장

❹❶

❻❷ ❼❸

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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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경영으로 

다음세대의 자연환경을 생각합니다

① 양산천북정지구 하천개수공사

② 진건 초기우수 처리시설

③ 공릉천 고향의 강 정비공사

 주요실적
•양산하수관거 정비공사

•거창하수관거 정비공사

•진안하수관거 정비공사

•양산천 북정지구 하천개수공사

❶

❸❷

하천 및 하수관거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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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을 추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고객의 자산가치를 높여 드립니다

1.부동산 자산관리사업 (Property Management )

   PM사업은 건물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의 재정관리, 예산의 지출과 조정, 입주자 관리, 

   공무대행 등 부동산 경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 자산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운영계획&관리 / 엔지니어링 / 재무회계 / 입주자 관리

2.건물 종합관리사업 (Facility Management)

   FM사업은 경영효율 극대화와 관리/운영비의 최적화를 위하여 축적된 Data Base와 

   노하우를 통해 건물이나 제반시설 등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합니다.

   시설관리 & 운영 / 경영관리 / 환경 & 미화관리 / 안전,에너지,보안관리 / 안내 & 주차관리

3.임대&임차사업 (Master Lease)

   ML사업 정확한 시장분석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Tenants로

   유치와 실적을 달성함으로써 선진화된 부동산 임대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민간투자사업 (BTL, BTO 외)

   민간에서 투자하는 BTL(Build Transfer Lease) 또는 BTO(Build Transfer Operate)사업에

   참여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반기설에 대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운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리모델링 사업 (Remodeling)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 기계, 전기설비, 환경, 승강기설비, 자동제어설비, 사무환경개선 등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물리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킴으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6.신재생에너지 사업 (Energy Service Company)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형태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현재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성장중이며 풍력, 지열 등 사업영역을 확대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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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 FM Service
Dongwon Construction Industries•자산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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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 & 시설관리사업(PM&FM)

자산관리(Property Management Service)
PM 서비스는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의 자산가치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 예산의 지출과 조정, 임대차/

매매, 공무대행 등의 업무 등 부동산 경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제공하며, 부동산 소유주와 입주자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Service)
FM 서비스는 경영효율 극대화와 관리/운영비의 최적화를 

위하여 축적된 DataBase와 Know-how를 활용하여 건물이나 

제반 시설 등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주와 입주자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가치의
극대화

고품격서비스의
최적 수수료구조 결정

시설관리

업무생산성의 극대

PM기획

오너와 테넌트 관리

일반행정

이익수준의 향상

임대마케팅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술혁신파크(TIP)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2121 
•연  면  적 : 47,274㎡(14,300PY)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18층

✽파인블루 빌딩
•소  재  지_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연  면  적 : 12,556㎡(3,798/3.3㎡) 
•규      모 : 지하4층 / 지상10층  

✽동원 리더스아카데미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리 
•연  면  적 : 7,416㎡(2,243/3.3㎡) 
•규      모 : 3개동,  2층 / 4층 

✽타워 더 모스트 광진 아크로텔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 
•연  면  적 : 39,743㎡(12,022/3.3㎡) 
•규      모 : 498세대

✽순화빌딩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순화동  
•연  면  적 : 27,786㎡(8,405/3.3㎡) 
•규      모 : 지하2층 / 지상17층  

✽동원산업빌딩
•소  재  지_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연  면  적 : 36,897㎡(11,161 PY)
•규      모 : 지하 7층/지상 20층  

✽인천 문학경기장
•소  재  지 : 인천시 남구 매소홀로 618
•연  면  적 : 270,938㎡(81,959/3.3㎡) 
•규      모 : 지하4층 / 지상5층

✽한국투자증권 본점 외 18개 사옥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연  면  적 : 61,815㎡(18,699PY)
•규      모 : 지하 5층 / 지상 20층

✽ 장안대학교 자아실현관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182 
•연  면  적 : 39,025㎡(11,826PY)
•규      모 : 지하1층 / 지상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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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코끼리 열차 운영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 광장로 102번지

•코끼리열차(전기자동차) 및 부대시설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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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 임차 (Master Lease) Service

임대 & 임차 서비스는 정확한 시장분석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우수 Tenants 유치와 실적을 달성함으로써, 선진화된 부동산 

임대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대 & 임차사업(ML) 

✽구의 웰츠타워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20

•연 면 적 : 630.4㎡(지하1층), 188.4㎡(지상2층)  /  임대규모 : 상가 33/오피스텔 398

✽연세대학교  SK GLOBAL HOUSE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262 
•연  면  적 : 1,140㎡(345/3.3㎡)
•임대규모 : 8개 매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술혁신파크(TIP)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2121 
•연  면  적 : 4,403㎡(1,334PY)
•임대규모 : 22개 매장

✽광운대 80주년 기념관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20
•연  면  적 : 630.4㎡(지하1층), 188.4㎡(지상2층)
•임대규모 : 총 9개 매장

✽세종대학교 (학생회관, 광개토관, 군자관, 진관홀)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98 
•연  면  적 : 1,453㎡(440/3.3㎡)
•임대규모 : 4개 매장



연세대학교  SK GLOBAL HOUSE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262 

임대면적 : 1,140㎡(345/3.3㎡)

BTL (Biuld Transfer Lease)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학교, 군막사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료 명목으로 20여년간 공사비와 이익을 분할 상환받는 
민자유치 방식

BTO (Build Transfer Operate)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에서 
직접 수익을 거두는 방식

민간투자사업 

✽충북대학교 외 2교 기숙사 BTL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외 2개지역
•연  면  적 : 44,900㎡(13,606PY)
•규       모 : 지상9층

✽장기동초 외 3교 BTL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98-1 외 3개지역
•연  면  적 : 41,485㎡(12,571/3.3㎡)
•규       모 : 지상 5층

✽하늘3고외 1교 BTL
•소  재  지 : 인천시 중구 운서동 890번지 일원 외 1개지역   
•연  면  적 : 30,356㎡(9,198py)  
•규       모 : 지상 5층

✽삼송4초 외 4교 BTL
•소  재  지 :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1번지 외 4개 지역 
•연  면  적 : 65,616㎡(19,884PY)
•규       모 : 지상5층

✽별내2초 외2교 BTL
•소  재  지 :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15-8외 2개  
•연  면  적 : 37,223㎡(11,260py)  
•규       모 : 지상5층

✽정천초 외 2교  BTL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외 2개지역
•연  면  적 : 24,625㎡ (7,462 /3.3㎡)
•규       모 : 지상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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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양평·광주·하남 관사 및 간부숙소
•소  재  지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314 외 2개지역 
•연  면  적 : 68,330㎡(20,706/3.3㎡)

✽육군 고양 관사 및 병영시설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원당동 38-5 외3개지역
•연  면  적 : 85,444㎡(25,847/3.3㎡) 

✽육군 포천 병영시설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879-2 외 8개지역
•연  면  적 : 70,476㎡(21,319/3.3㎡) 

✽육군 이천 관사 및 병영시설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산18-2 외 2개지역
•연  면  적 : 44,990㎡(13,609/3.3㎡)

✽공군 예천 관사  및 병영시설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외 4개지역
•연  면  적 : 18,787㎡(5,693/3.3㎡) 
•규      모 : 관사 : 지상4층 / 병영 : 지상2층

✽육군 포천 관사  및 병영시설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외 11개 지역
•연  면  적 : 80,734㎡(24,465/3.3㎡) 

✽육군 양구 병영시설
•소  재  지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124 외 5개지역
•연  면  적 : 44,904㎡(13,607/3.3㎡) 

✽육군 평택 · 수원 관사 및 병영시설
•소  재  지 : 평택시 신장동 298-15
•연  면  적 : 7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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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사업(RM:Remodeling Management)

다년간의 건설 및 빌딩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축 / 기계설비 / 전기설비 / 

환경 / 승강기설비 / 자동제어설비 / 사무환경개선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과학적인 

진단 및 분석을 함으로서 고객에게 최적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방안을 제공합니다.

리모델링사업(RM) 

✽신사동 K+,J MEDI 타워 신축공사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6-15
•연면적 : 5,191.00㎡(1,570평)•규모 : 지하 3층 / 지상 15
•용도 : 의료시설•공사기간 : 13.09~15.02•금액 : 9,471백만원

✽을지병원 권역외상센터 및 레포츠공원조성공사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6 
•연면적 : 3,910㎡(1,182평)•규모 : 지상4층
•용도 : 의료시설•공사기간 : 14.07~15.03•금액 : 6,295백만원

✽이천 추새로 병원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150-11 
•연면적 : 5,549.14㎡(1,678평)•규모 : 지하2층 / 지상8층
•용도 : 의료시설•공사기간 : 14.08~14.09•금액 : 5,610백만원

✽구리 좋은아침병원 리모델링공사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44
•연면적 : 3,882.51㎡(1,176평)•규모 : 지하 1층 / 지상 6층
•용도 : 의료시설•공사기간 : 15.03~15.11•금액 : 3,979백만원



신재생에너지사업

✽동원솔라 군산테크팩 태양광발전소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228
•용  량 : 1,632.96kW  / •형  태 : 지붕부착형
•준공일 : 2016. 01

✽YES 동부울산 태양광발전소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1
•용  량 : 1,118.96kW  / •형  태 : 지붕부착형
•준공일 : 2018. 01

✽안산튼튼병원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이동 593번지
•연면적 : 2,544㎡(771PY)
•규  모 : 지하3층 / 지상 5층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무균병동 이전공사
•소재지 : 서울시 성복구 인촌로 73
•연면적 : 924㎡(280평)•규모 : 지하2층 / 지상7층
•용도 : 의료시설•공사기간 : 17.02~17.04•금액 : 2,229백만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대수선 및 리모델링공사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207
•연면적 : 1,873.25㎡(566평)•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용도 : 의료시설•공사기간 : 15.07~15.11•금액 : 5,100백만원

✽덕성여자대학교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연면적 : 10,288㎡(3,118PY)
•규  모 : 지하1층 / 지상3층

✽숭실대학교 전산관 리모델링공사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69
•연면적 : 9,397㎡(2,847평)•규모 : 지하1층 / 지상5층
•용도 : 교육시설•공사기간 : 17.11~18.04•금액 : 2,229백만원

✽가천대 길병원 본관 권역응급센터 및 부설주차장공사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용동 1117
•연면적 : 4,664㎡(1,411평)•규모 : 2개층 리모델링, 음압병동
•용도 : 의료시설•공사기간 : 16.07.~17.01•금액 : 8,12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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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및 등록증

인증서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주택건설업

해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조경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주택관리업

시설경비업

위생관리용역업

유원시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ISO 9001 인증서 

서비스KS인증서(시설관리) 

서비스KS인증서(건축물클리닝)

ISO14001 인증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2

3

4

번호            업종명                        업종취득일자                                비고

번호              인증서명                          취득일자                                           비고

1992. 12. 04 

1992. 12. 04 

1992. 12. 04 

2007. 04. 04 

1991. 02. 27 

2013. 01. 31

2005. 03. 22 

2011. 06. 01

1993. 08. 03

2007. 01. 05

2006. 10. 11 

2013. 10. 02

2014. 11. 26

2006. 10. 23 

2005. 02. 28 

2005. 04. 14 

2013. 01. 13

2010. 11. 09

2013. 01. 12

2013. 01. 21

2013. 01. 21

2017. 01. 20

Licenses

✽동원솔라 백암산업 태양광발전소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859
•용  량 : 524.16kW •형  태 : 지붕부착형
•준공일 : 2016. 01

✽동원솔라 이천산업 태양광발전소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99-29
•용  량 : 393.12kW •형  태 : 지붕부착형
•준공일 : 2016. 01

✽SUPEX F 태양광발전소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827-1
•용  량 : 826.2kW •형  태 : 지붕부착형
•준공일 : 2018. 03

✽엠씨에너지 광양 태양광발전소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808
•용  량 : 821.44kW •형  태 : 지붕부착형
•준공일 : 2018. 02



언제나 고객을 향해 있는 동원건설산업은 

고객을 통해 변화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끄는 공간창조로 세상 모든이의 

꿈을 더 크게 키우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희망을 건설하겠습니다.

인류의 꿈과 희망이 내일을 창조합니다.

토목공사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상업시설외

냉동창고 

관공서

운동시설·의료시설

주택사업

공장

물류시설

군부대시설

장안교-중랑교 도로개설

강동-포항간 4차선 축조공사

삼척-근덕간도로

평택-이동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진안-관촌간 도로포장공사

추풍령 우회도로 포장공사

농어촌 203호선 도로포장공사

진안-관촌건 도로유관관로공사

황간-추풍령간 도로유관관로공사

양산천 북정지구 하천개보수공사

자기부상열차 설치사업

광양항컨테이너 부두 연결교량건설공사

전라선 복선 전철 BTL 사업

전라선 과선교

정양-하동간 도로확장공사

양산시 하수관거 정비 BTL

거창군 하수관거 정비 BTL

거창군 상수도 교체

등촌동 건영빌딩

동영콜드프라자 부대시설

KT 개봉지점 리모델링

팬택여의도사옥리모델링공사

KT 대방지점 리모델링공사

서울광진우체국 증축공사

대치동 거봉빌딩 신축공사

KT춘천지사 증축공사

보진재 파주출판단지 신공장 신축공사

부산 해저통신국 증축공사

마전 전화국 신축공사

곤지암 전화국 신축공사

경주 전화국 신축공사

중소기업 컨소시엄 연구시설

서울예술대 안산캠퍼스 증축공사

TS 대한제당 교육연구시설

설미초 외 3교(동패고)

장기동초

부경대 장보고관

정천2초 외 2개교

부산대 기숙사 및 부대시설공사

전남대 해양환경시뮬레이션실험시설 

고려대 동원리더쉽센터 신축공사

화정 세이브존백화점 신축공사

동원텔 신축공사

디ㆍ메디슨병원 신축공사

부천 대성병원 신축공사

두원공조 기술연구소

두원공과대 기숙사

송도IFEZ 기숙사 신축공사

부산 행복(연합)기숙사 건립공사

담양 냉동창고 신축공사

동원산업 이천 냉동창고

동원 웅동 냉동창고 신축공사

판교경찰서

과천 문원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송파여성회관 신축공사

한국은행 대구지점 신축공사

고덕변환소 토건공사

SK드림파크 신축공사

광명역세권 LH아파트

인천 논현 동원베네스트 타워

홍은동 동원베네스트

용인 언남 동원베네스트 타운하우스

충주 연수 아파트 (1공구)

용인 동백 동연재 타운하우스

동두천 지행역 동원베네스트

마포 동원베네스트

시흥 능곡 아파트(3공구)공사

인천 영종도 동원베네스트 타운하우스

상도동 동원베네스트 신축공사

하남풍산 동원베네스트 신축공사

한남동 동원베네스트 신축공사

안양 박달동 동원베네스트

의정부 녹양역 주공아파트 신축공사

화성 봉담 주공아파트 신축공사

안양 호계동 동원아파트 신축공사

고양 일산 주공아파트 신축공사

세인트캐슬 타운하우스 (1차, 2차)

경남혁신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동원 F&B 천안 인삼공장 증축공사

서흥캅셀오송공장

두원중공업방산공장

삼조셀텍 아산공장 

동원데어리푸드 수원공장 리모델링

동원 F&B 아산공장 증축공사

동원 F&B 진천공장 신축공사

삼양공업 함안공장 증축공사

유로테크 안양공장 신축공사

팬택 김포공장 증축공사

동원 홈푸드 시화물류센터

동원산업 호남물류센터

동원 홈푸드 이천물류창고 신축공사

동원산업 제주물류센터

동원 F&B 대전 물류센터 신축공사

시화물류센터 신축공사

레스코 시화물류샌터 신축공사

계룡대ㆍ자운대 관사

논산ㆍ익산관사

공군 원주ㆍ충주관사 및 병영시설

양구병영시설

공군 예천관사 및 병영시설

포천관사 및 병영시설 BTL

양산시 남부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양산시 남부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양산시 북부지구 노후화 교체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조물

거창산업단지

신림경전철 BTO

신분당 연장선 BTO

진안 하수관거 BTL

안성하수관거 BTL

경기도청 환승센터 구조물

동북선 경전철

목포하수관거 BTL

남부시장 아케이드사업

부산 신항 제2배후도로

동원샘물 연천공장 진입로공사

영동 황간 물류단지

언양 영천 고속도로

북포항 전화국 신축공사

기업은행 대전둔산지점 신축공사

동원증권 울산사옥 신축공사

여의도 KT지점 신축공사

부산 정보통신센터 신축공사

동원증권 대전사옥 신축공사

동원증권 인천사옥 신축공사

동원산업 양재동빌딩 신축공사

동원증권 여의도사옥 신축공사

동원증권 가락동 사옥

미아연이빌딩 신축공사

구월 오피스텔 신축공사

장호원 동원리더스아카데미 신축공사

장기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상지영서대학 신교사 신축공사

중부대학교건원관 신축공사

서울대 동원생활관 신축공사

두원공대 정보관 신축공사

경동대 양주캠퍼스

정관2초외 1교

살레시오 초등학교

팬택 기숙사 신축공사

신반포교회 신축공사

구리인창 플레이스테이션 신축공사

해운대호텔 신축공사

M STAY 호텔 신축공사

동원산업 백암물류센터 신축공사

광운대 행복 기숙사 신축공사

산업기술대 기숙사 증축공사

동영콜드프라자 제2공장 신축공사

동영콜드프라자 신축공사

중량체육관 신축공사

강남구청 대치동청사 신축공사

대전고ㆍ지검 청사

재사용플라자 건립공사

평택성모병원 신축공사

부산 연산동 동원아파트 신축공사

이촌동 동원아파트 신축공사

남양주 지금동 동원아파트 신축공사

장원동 동원아파트 신축공사

부산 당리2차 동원아파트 신축공사

월계동 동원아파트 신축공사

부산당리1차 동원아파트 신축공사

구리인창 동원아파트 신축공사

면목동 동원아파트 신축공사

동두천 송내아파트 4공구 신축공사

암사동 동원아파트 신축공사

서초동 동원아파트 신축공사

안양 구룡아파트 신축공사

성내동 동원아파트 신축공사

여주한성아파트 신축공사

시화마리나타운 아파트 신축공사

화곡지구아파트 신축공사

한남UN빌리지 신축공사

대전도안 아파트 건설공사 9공구

신화 비축창고 신축공사

동원 F&B 진천육가공동 증축공사

성미전자 공장동 증축공사

연천동원샘물 신축공사

동원 F&B 광주공장(3차, 4차) 신축공사

동원 F&B 진천김치공장 신축공사

삼양공업 함안공장 증축공사

아산 냉동식품공장 신축공사

레스코 양산물류센터 신축공사

레스코 경산물류센터 신축공사

레스코 양지물류센터

동원 F&B 전주물류센터 증축공사

동원 F&B 의정부 물류 중축공사

동원 F&B 대구물류증축공사

육군포천관사 및 병영시설

OO지역(파주) 시설공사

OO지역(영천) 종합교육관

OO지역(여주) 시설공사

이천관사 및 통합간부숙소

공사실적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TEL_02-589-4900 / FAX_02-589-4920, 4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