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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명이십일

(주)대명투웨니퍼스트

(주)대명이십일 레저

올림픽대로

공항대로

● 염창JC

● 나이아가라 호텔

● e편한세상
 염창아파트

● 서울염창초등학교 강서연세병원 ● ● 호텔리버파크

● 양동중학교 염창역

9
등촌역

9

염창동 동아 3차 아파트 ●

양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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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도전정신으로 행복한 미래를 짓습니다.

창사 이래 오직 건설 외길만을 걸어온 저희 대명이십일은 설계에서 감리 그리고 시공에 

이르기까지 ‘원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가치 있는 공간을 창조해 왔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전정신으로 반도체공장, 폐수처리시설,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도로, 하천, 플랜트, 조경, 시설물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건설문화를 선도하는 선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간중심의 기업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내일을 주문해 왔습니다.

이러한 도전정신을 발판으로 저희 대명이십일은 풍요로운 삶을 여러분에게 선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믿음과 신뢰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변함 없는 믿음, 변치 않는 가치 시대를 앞선

도전과 혁신으로 더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Best Partner, 
First Value
내일의 건설문화를 창조합니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완벽한 시공력을 인정받아온 대명이십일은 고객지향의 남다른 

건설철학과 공정하고 바른 정도 경영 그리고 끊임없는 가치창조를 통해

기술 그 이상의 감동을 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풍요로운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내일의 건설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ㅣ CEO Message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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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명 회(주)대명이십일 대표이사



언제나 고객의 기대 그 이상의 주거문화를 선보여온 

대명이십일!

품질과 기능은 물론 미적 부분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와 실적으로

고객 만족을 열어왔습니다.

건설산업의 정도를 걸으며 신뢰와 믿음을 쌓아온 

대명이십일!

정직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으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고객의 꿈을 완성합니다.

높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주거문화의 

가치를 높여온 대명이십일!

살면 살수록 돋보이고 누리면 누릴수록 행복한 명품 공간을 창조합니다.

ㅣ 사업분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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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

생활에서 문화까지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는 공간, 탄탄한 설계와

시공능력으로 더 큰 가치를 창조합니다

주택사업

명예로운 삶과 자부심이 깃드는 아름다운 주거공간을 창조하며

고품격 주거문화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토목사업

도로와 하천 시공으로 생활의 대동맥을 잇는 일,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통해 이 땅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플랜트사업

설계에서 시공까지 선진 엔지니어링 기술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그 명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조경ㆍ시설물관리사업

도시와 환경, 그리고 후손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앞선 기술로

인류의 미래를 푸르게 가꾸어 드립니다.

가치창조

정도경영

고객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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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HISTORY ㅣ

2017 20192015201420082004

2004.03
㈜대명이십일 법인설립

(자본금 500,000,000원)

2004.03
대표이사 김명회 취임 (현 재임중)

2004.04
건축면허 취득

2007.03
자본금 증자 (자본금 1,200,000,000원)

2007.04
주택건설면허 취득

2007.04
토건면허 취득

2014.0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

2014.08
㈜대명이십일레저 설립

(자본금 2,000,000,000원)

2014.09
바닥냉난방장치 특허취득

(특허 제 10-1439088호)

2014.11
건축용 마감블록 특허출원

(출원번호 10-2014-0160567)

2008.0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2009.11
자본금 증자 (자본금 1,900,000,000원)

2010.01
조경면허 취득

2011.12
자본금 증자 (자본금 2,400,000,000원)

2013.11
KS Q/ISO 9001:2008 취득

2015.06   
부동산 개발업 취득

2015.09
2015 중소기업품질경영대상 수상

2016.02
투웨니퍼스트외 6건 서비스표등록출원

(출원번호 : 41-2016-0008370~

0008375)

2016.03
전용면적 극대화 평면도 3건 저작권 등록

2016.09
건축용 마감블록 특허증 취득

2016.12
가족친화인증 취득

2014.03
DUNS 발급, SAM등록

(주한미군, 극동미사령부 입찰자격 획득)

2014.06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2014.07
㈜대명산업개발 가족회사 편입

((구)한울주택건설 인수)

2014.03
㈜대명투웨니퍼스트 설립

2017.05
중소기업 고객감동부분 대상 수상

2018.0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2018.04
신용평가등급  BBB+  취득

2019.06
본사 사옥 이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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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work

개인의 능력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우수한 팀워크와 서로를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도전하는 따스한 동료애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창조적인 인재
Creator

협동적인 인재
Teamwork

전문적인 인재
Professional

Professional

투철한 프로의식과 자기개발로 끊임없이 

전문성을 키워가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인재들이 

모여 내일의 대명이십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reator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이고도전적인 정신,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다하는 땀방울이 

모여 풍요로운 세상을 건설합니다.

ㅣ 꿈과 희망을 향한 창조적 열정으로 열어가는 풍요로운 미래 ㅣ

ㅣ 인재상 ㅣ

CEO

전략경영실

경영지원본부 재무본부 건축사업본부 토목사업본부 통합구매본부

인사팀

총무팀

전산팀

회계팀

자금팀

공공사업팀

분양사업팀

민간사업팀

국내영업팀

민자사업팀

구매조달팀

공사계약팀

VE팀

CE팀

QE팀

설계팀

안전환경팀

기술연구소

ㅣ 조직구성 ㅣ

ㅣ 앞선 조직력과 기술력으로 열어가는 내일의 주거문화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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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이십일의 한글 이니셜[ㄷ]을 모티브로 하여 표현한 모습은 고객과 

함께 동반 성장하고자 하는 [성장날개]를 의미하며,

레드색상은 건설업계의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투웨니 퍼스트의 마크는 황금색의 이텔릭체로 표현되어 고급스러운 

숫자 [2]의 라인과 우뚝 선 숫자 [1] 이 합쳐져 고객에게 최고로 가치있는 

경험을 선사하려는 대명이십일의 의도를 표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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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Housing 

Architecture

Civil

Plant

D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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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강동 투웨니퍼스트

㈜길동 투웨니퍼스트

19.04~20.08

지하1층/지상19층

Open up
a new future

HOUSING

DAEMYUNG Co., Ltd.

17

분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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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DAEMYUNG Co., Ltd.

19

HOUSING

선유도 2차 투웨니퍼스트

㈜유원시피엠

19.04~20.09

지하2층/지상14층

분양중

거실

가변형벽체

침실2 침실1

욕실 세탁실주방/식당
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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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마곡 보타닉 투웨니퍼스트

㈜마곡 투웨니퍼스트

19.04~20.09

지하1층/지상14층

HOUSING

분양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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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HOUSING

선유도 투웨니퍼스트밸리

㈜선유도밸리

18.09~20.08

지하3층/지상18층

여의도 투웨니퍼스트

㈜여의도 투웨니퍼스트

16.12~18.03

지하2층/지상14층

분양중

분양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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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DAEMYUNG Co., Ltd.

25

HOUSING

염창 투웨니퍼스트/본사사옥

㈜투웨니퍼스트플러스

18.01~19.08

지상1층/지상14층

도봉 투웨니퍼스트

㈜비아써미트/㈜대명투웨니퍼스트

16.02~17.04

지하1층/지상14층

분양완료

분양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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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PORTFOLIO

27

DAEMYUNG Co., Ltd.

Value
Creation

ARCHITECTURE 

2  구의동 근생&오피스텔

김정환님

15.12~17.08

지하4층/지상9층

1  등촌동 2030 청년주택 

㈜대호주택건설

18.06~20.05

지하4층/지상17층

1

2



www.daemyung21.com

  30

DAEMYUNG Co., Ltd.

29

PORTFOLIO

2  여수시 웅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진개발

18.12~19.09

지하1층/지상5층

종합의료 복합단지 건축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17.11~20.04

지하2층/지상20층

ARCHITECTURE ARCHITECTURE 

1  우장산 투웨니퍼스트

㈜대명이십일레저

16.11~18.04

지하1층/지상17층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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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RCHITECTURE PORTFOLIO

2  세종시 미르유 초등학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13.04~14.03

지하1층/지상4층

1  거제 모닝스타 1차 신축공사

㈜모닝스타

14.01~15.09

지하2층/지상4층

3

4

2  새한항업㈜사옥 신축공사

새한항업㈜

13.09~15.03

지하2층/지상10층

3  부산 연산동 오피스텔

안순모님

15.06~16.08

지하2층/지상14층

4  태성화학 본사사옥 신축공사

태성산업기계㈜

 10.09~11.05

지하1층/지상7층

1  마곡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대명투웨니퍼스트

14.02~15.05

지하4층/지상10층

오피스180실

1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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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Increase the
value of the land

CIVIL

DAEMYUNG Co., Ltd.

33

올림픽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11.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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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MYUNG Co., Ltd.

35

PORTFOLIO

형산강 경주1지구 하천개수공사

국토해양부 부산지방청

12.01~15.12

CIVIL

가양나들목 개선공사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18.04~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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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MYUNG Co., Ltd.

37

PORTFOLIOCIVIL

2  세종시 미르유 초등학교 조경공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13.04~14.03

지하1층/지상4층

1  어린이대공원 실내정원 조성공사

서울어린이대공원

12.06~12.08

1

2

황강 하천환경정비사업

국토해양부 부산지방청

13.03~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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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2  ㈜깐부 이천 물류센터 및 냉동창고

㈜깐부

13.09~14.02

연구동/냉장창고

Widen reputation
throughout Korea

PLANT

DAEMYUNG Co., Ltd.

39

1  충주 오쿠보 반도체공장 신축공사

㈜오쿠보(일본)

06.01~06.12

크린룸, 폐수처리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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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MYUNG Co., Ltd.

41

PORTFOLIOPLANT

순수본㈜ 익산공장 신축공사

순수본㈜

17.06~18.03

공장동 지상2층/창고 지상1층

인천 남동구 고잔동 공장 신축공사

엠스퀘어

18.05~18.12

지상1층/18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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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C-2016-006990호
전용면적 극대화 평면도(1)

ㅣLICENSES & CERTIFICATESㅣ

토목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특허 제10-1439088호
바닥 냉난방 장치

특허 제10-1663130호
건축용 마감블록

 건설업등록증  특허증  저작권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인증서 및 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2008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2011 기업부설연구소

고객감동 대상 2018 고객감동 대상 2017 중소기업 품질경영대상 2015

제 C-2016-006991호
전용면적 극대화 평면도(2)

제 C-2016-006992호
전용면적 극대화 평면도(3)

 수상

 기술자 보유현황

구 분 계 토목 건축 안전 전기 기계

계 41 7 23 7 2 2

특 급 8 2 6

고 급 14 2 6 2 2 2

중 급 8 1 7

초 급 11 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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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기간 공사개요

1 신정동 동국화이트빌 아파트 ㈜동국하우징 02.01~03.04
연면적 4,012㎡
지상6층

2 발산동 내츄럴 아파트 약수연립 재건축 03.09~04.08
연면적 2,006㎡
지하1층/지상7층

3
홍은동 277-108외 7필지
올림푸스 아파트 신축공사

㈜대명이십일 03.11~05.12
연면적 5,280㎡
지하2층/지상10층

4 울산 명촌동 상가신축공사 조인성 님 04.07 ~04.09
연면적 1,980㎡
지상 2층

5 목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황규상 님 03.12~04.09
연면적 1,350㎡
지상8층

6 인도네시아 아파트 244세대 추진 AGUAN.CO.LTD 05.12~07.12
연면적 39,600㎡
지하1층/지상25층

7 관악소방서 보수공사 관악소방서 05.05 ~05.07
연면적 5,600㎡
지하1층,지상4층

8 대명21 올림푸스 아파트 삼우연립 재건축조합 05.10~06.01
연면적 4,112㎡
지하1층/지상10층

9 충주 반도체 공장 신축공사 ㈜오쿠보 (일본) 06.01~06.12
연면적 4,310㎡
크린룸,폐수처리

10 정광테크 공장 신축 ㈜정광테크 06.12~07.03
연면적 1,520㎡
지상1층

11 한국 오쿠보 위험물 창고 신축 ㈜오쿠보 (한국) 07.02~07.03
연면적 120㎡
지상 1층

12 우성 INDUSTRY 천안공장 보수 우성INDUSTRY㈜ 07.02~07.03
연면적 1,200㎡
지하1층

13 경남 밀양 대림목재 산외공장 신축공사 대림목재㈜ 07.04~07.07
연면적 2,500㎡
지상1층

14 외발산동 부지조성공사 ㈜극동운수 07.05~07.08
연면적 2,600㎡
지상3층

15 하이닉스 옥외관로 토목공사 하이닉스반도체 07.12~08.03 옥외관로 토목공사

16 4.19길 확장공사 강북구청 07.12~08.01 도로확장공사

17 김포 스타골프연습장 신축공사 김은주 님 08.05~08.09
연면적 6,974㎡
지상3층

18 방이 119안전센타 재건축 공사 송파소방서 08.07~08.12
연면적 691㎡
지상 3층

19 금천 ART Factory 리모델링공사 서울도시기반 시설본부 08.12~09.06
연면적 3,070㎡
지하1층/지상3층

20 목동 신시가지내 오수관거 정비공사 양천구청 09.02~09.09
토목 하수관공사
아스콘,이트로킹

21 망원동 올림푸스빌 신축공사 ㈜대명이십일 09.07~09.12
연면적 535㎡
지상5층

22 보성상사 사옥공사 ㈜보성상사 09.06~10.02
연면적 1,823㎡
지하2층/지상8층

23 화곡동 888-18 근생빌딩 신축공사 원종원 님 09.10~10.03
연면적 2,043㎡
지하1층/지상5층

24 신사동29-56,57 올림푸스빌 신축공사 올림푸스빌 10.01~10.06
연면적632㎡
지상6층

25 2010년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사업 마포구청 10.03~10.05 공원조성공사

 주요공사실적 (건설/토목)

No.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기간 공사개요

26 양평동 4가 81번지 근생빌딩 신축공사 박옥순외 1인 10.03~10.11
연면적 3,536㎡
지하1층/지상6층

27 화양동 41-14번지 근생빌딩 신축공사 이병천 님 10.04~10.01
연면적 1,738㎡
지하1층/지상7층

28 방화동 612-2 업무시설 신축공사 경동건설산업㈜ 10.04~10.12
연면적 4,455㎡
지하2층/지상7층

29 대한리드마스터 증축공사 대한리드마스터 10.08-10.11
연면적 928㎡
공장증축

30 양평동3가 근생빌딩 신축공사 윤원정 님 10.09~11.05
연면적 1,583㎡
지하1층/지상7층

31 태성화학 사옥 신축공사 태성산업기계 10.09-11.05 지하1층/지상7층

32
서울남부초등학교외 1교(신길초) 
보수공사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10.10~10.12
남부초 담장보수
신길초 테크신설

33 안산문화쉼터 방문자센터 건립공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10.11~11.04
연면적 1,326㎡
지하1층/지상1층

34 기상청 통합행정자료실 구축공사 기상청 10.11~10.12
연면적 1,396㎡
증축공사

35 영등포구 당산동2가 근생빌딩 신축공사 새한로지텍 11.04~11.12
연면적 2,506㎡
지하1층,지상9층

36 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 국민체육 진흥공단 11.06~11.09
코트 2면 시설
코트 11면 보수

37 ㈜화신테크 제2공장 신축공사 화신테크 11.05~11.1
연면적 2,459㎡
A동/B동

38 ㈜한독테크 공장,사무동 증축공사 ㈜한독테크 11.06~11.12
연면적 2,983㎡
공장,사무동

39 염창동 투웨니퍼스트 ㈜대명이십일 11.11~12.07
연면적 2,811㎡
지하1층/지상10층

40 형산강 경주1지구 하천개수공사 국토해양부 부산지방청 12.01~15.12
축제공 4,421m
호안공 4,001m

41 ㈜삼신밸브 제2공장 신축공사 ㈜삼신 12.04~12.11
연면적 6,735.24㎡
부대토목부지조성

42 서울어린이대공원 실내정원 조성공사 서울어린이대공원 12.06~12.08

43 OO중대 생활관 개선공사 1596부대 12.06~13.06

44 서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12.12~13.07
방음벽길이 220m
높이 4.2m

45 서교동 스튜디오 신축공사 아키반 건축사사무소 12.12~13.06
연면적 1,211㎡
지하1층/지상8층

46 규장각 사옥 신축공사 ㈜규장각 13.01~13.08
연면적 2,930.71㎡
지하1층/지상6층

47
2013년 난지수계 하수차집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서울특별시 13.03~13.12
차집관거 8,000m
세굴방지벽 40m

48 목동 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 신축공사 김명회외 1인 13.02~13.09 연면적 2,117.53㎡

49 황강 하천환경정비사업 국토해양부 부산지방청 13.03~16.03 L=14.75km

50 면천합동화단지 우정철강 신축공사 우양강업㈜ 13.03~13.06 연면적 8,172㎡

ㅣMAJOR PROJECT PERFORMANCE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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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공사실적 (건설/토목)

ㅣMAJOR PROJECT PERFORMANCEㅣ

No.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기간 공사개요

51 제3종 합강의동 및 연구동 조경공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3.08~13.11 식재, 시설물공사

52 ㈜깐부 이천 물류센터 설립공사 ㈜깐부 13.09~14.02
연면적 2,805㎡
연구동/냉장창고

53 새한항업㈜사옥 신축공사 새한항업㈜ 13.09~15.03
연면적 3,105㎡
지하2층/지상10층

54 세종시 미르유 초등학교 신축공사 세종시 교육청 13.04~14.03
연면적 14,921㎡
지하1층/지상4층

55 양천보건지소 건축공사 양천구청 14.02~15.02
연면적 650.42㎡
지하1층/지상3층

56 거제 모닝스타 1차 신축공사 ㈜모닝스타 14.01~15.09
9개동 23,765.81㎡
지하2층/지상4층

57 마곡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대명투웨니퍼스트 14.02~15.05
연면적 9,218.64㎡
지하4층/지상10층/ 오피스180실

58 성수동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진광금속 14.04~15.04
연면적 1,462.67㎡
지상9층

59 창비서교빌딩 신축공사 ㈜창비 14.06~15.06
연면적 4,291.57㎡
지하3층/지상8층

60 보령 무궁화 수목원 조성사업(건축) 충청남도 보령시 14.06~16.06
관리동 및 전시
재배 온실 공사

61
한국은행 본부 소공동별관 외벽
리모델링(대수선)공사

한국은행 14.09~14.12 외벽 창호 교체공사

62 기숙사동 증축공사 (의)아산유리의료재단 15.01~15.03
지상2층
연면적 6269.53㎡

63 종로구 관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이명숙외 2인 15.03~16.02
연면적 635.84㎡
지하1층/지상3층

64 서교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박용승외 2인 15.03~15.07
연면적 425.2㎡ 
지상5층

65 신월동 업무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미래주택건설㈜ 15.03~16.03
연면적 2190.59㎡ 
지하1층,지상10층

66 방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대명산업개발,
김명회외1인

15.04~16.04
연면적 2,062.48㎡ 
지하2층,지상10층

67 서교동 기흥성사옥 증축공사 기현중외2명 15.06~16.02
연면적 1,564.78㎡ 
지하1층,지상4층

68 기흥성 조형전시관(제2전시관)신축공사 삼산문화 15.06~16.02
연면적 1,139.94㎡
지하1층/지상2층

69 부산 연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안순모 님 15.06~16.08
연면적 4,456.75㎡
지하2층/지상14층

70 등촌동 투웨니퍼스트 (1단지) 문기호외 2인 15.08~16.08
연면적 4,279.6㎡
지하1층/지상14층

71 등촌동 투웨니퍼스트 (2단지) 크라운주택외 2인 15.11~16.12
연면적 9,548.31㎡
지하1층/지상14층

72 등촌동 투웨니퍼스트 (3단지) 정동영 님 15.11~ 16.12 지하1층/지상14층

73 구의동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김정환 님 15.12~17.08
연면적 6,345.77㎡
지하4층/지상9층

74 창동 투웨니퍼스트 창동 투웨니퍼스트 16.02~17.08
연면적 4,668.28㎡
지하1층/지상14층

75 도봉동 투웨니퍼스트 (1차) 비아써미트 16.02~17.04
연면적 16,189㎡
지하1층/지상14층

No.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기간 공사개요

76 도봉동 투웨니퍼스트 (2차) ㈜대명투웨니퍼스트 16.02~17.04
연면적 12,701.4㎡
지하1차/지상14층

77 우장산 투웨니퍼스트 ㈜대명이십일레저 16.11~18.04
연면적 5,052.61㎡
지하1층/지상17층

78 여의도 투웨니퍼스트 여의도 투웨니퍼스트 16.12~18.03
연면적 2,832.26㎡
지하2층/지상14층

79 한빛미디어㈜ 신사옥 리모델링공사 한빛미디어㈜ 17.02~17.06
연면적 5,331.26㎡
지하1층/지상5층

80 강서권역 임대주택 시설물 유지보수 서울주택 도시공사 17.04~19.03
강서권역 2만여세대
유지보수공사

81 화곡동 투웨니퍼스트 ㈜화곡투웨니퍼스트 17.03~18.04
연면적 2,013.75㎡
지하1층/지상14층

82 행당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성동구청 17.06~19.08 배수빗물펌프장

83 순수본㈜ 익산공장 신축공사 순수본㈜ 17.06~18.03
공장동 지상2층/창고 지상1층/
쓰레기장 32,890㎡

84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 건축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17.11~19.12
연면적 57,102㎡
지하2층/지상20층

85 문래동 투웨니퍼스트 ㈜문래투웨니퍼스트 17.09~18.11
연면적 215.62㎡
지상1층/지상17층

86 염창동 투웨니퍼스트 ㈜투웨니퍼스트클래스 18.01~19.08
연면적 5,500㎡
지상1층/지상14층

87 상봉중앙로 경관개선공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18.03~18.06 아스콘,보도블럭, 지하차도

88 가양 나들목 개선공사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18.04~19.03
E/V 1개소 신설, 계단경사개선, 
환경개선

89 인천 남동구 고잔동 공장 신축공사 엠스퀘어 18.05~18.11
연면적 1,576㎡
지상1층/18개동

90 등촌동 2030 청년주택 신축공사 대호주택건설 18.06~20.05
연면적 1,322.70㎡
지하4층/지상17층

91 선유도 투웨니퍼스트밸리 ㈜선유도밸리 18.09~20.08
연면적 28,238㎡
지하3층/지상18층

92 서울1권역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18.10~20.12
서울1권역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93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 신규 조성공
사(건축,기계)

서울특별시 18.12~19.02
면적 6,696㎡
지상2층

94 여수시 웅천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진개발 18.12~19.09
연면적 4,799㎡
지하1층/지상5층

95 삼성전기(A6동) 리모델링 공사 삼성전기 18.12~19.05 사무동 리모델링공사

96 마곡 보타닉 투웨니퍼스트 ㈜마곡투웨니퍼스트 19.04~20.09
연면적11,681.8㎡
지하1층/지상14층

97 선유도 2차 투웨니퍼스트 ㈜유원시피엠 19.04~20.09
연면적 8,381.36㎡ 
지하2층/지상14층

98 강동 투웨니퍼스트 ㈜길동투웨니퍼스트 19.04~20.08
연면적 3,448.45㎡
지하1층/지상19층

99 논산천 하천정비사업 국토교통부 대전지방청 19.04~22.03 L=4.23km

100 우장산 2차 투웨니퍼스트 ㈜우장산 투웨니퍼스트 19.05~20.01
연면적 5,298.57㎡
지하1층/지상18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