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지에는 우리가 사는 터전을 행복으로 설계하고 

꿈을 실현하는 참된 기업 철학이 있습니다. 

       오렌지는 자연의 소중함을 잘 알기에 

           자연 앞에 겸허하고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행복한 공간 창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치 건설
자연 속의 아름다운 가치 공간



오렌지는 2005년 창업이래 건설, 토목, 골프장설계, 시공, 코스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장인정신’과 ‘주인정신’의 기업 이념으로 지속적인 성장

과 발전을 이룩하였고 엄격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과 신뢰를 쌓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렌지는 ‘아름다운 가치 건설’을 모토로 고객 만족을 추구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추구할 것입니다.

오렌지는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정성과 땀으로 세상을 일구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상의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오렌지엔지니어링

        대 표 이 사



오렌지의 철학은 ‘아름다운 가치 건설’입니다.

아름다운 가치 건설은 자연의 섭리에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며,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환경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렌지는 오렌지 건설 철학을 바탕으로 행복한 생활공간을 설계하는

아름다운 가치 창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가까이 걷기

아름다움이란 본래 자연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맨드라미, 

고양이가 물고 온 새의 깃털, 하늘 빛 품은 매미의 날개 한 쪽… 아름다움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고,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연과 가까운 공간에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오렌지는 공간 속에 따뜻한 손끝과 마음을  

담아 사람들의 행복을 상상하며, 빛과 시간과 자연이 머무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디자인하고, 문화를 건설하는 
그곳에 오렌지가 있습니다
오렌지는 토목, 건축, 조경공사 및 골프장 개발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오렌지는 자만하지 않고, 믿음과 신뢰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고객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토목공사 



오렌지는 우수한 기술력과 책임 시공으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도로  /  하천  /  단지 조성  /  상하수도 

토목기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땅을 파 도시를 짓고, 댐을 지어 강을 다스리고, 터널을 뚫어 

길을 내며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렌지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고향의 강 선도사업(계산천), 하수관로신설(확충)공사 [장림처리구역

(하단동)],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등 도로, 하천, 도시기반시설 및 단지조성사업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다양한 토목공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서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공사를 위한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 왔고, 수많은 첨단 기술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렌지의 축적된 기술력과 검증된 노하우 그리고 고객중심에서 생각하는 책임시공은 고객 여러분께 신뢰와 안전, 

최선과 최고를 약속합니다.

주요실적 : 하수관로신설(확충)공사, 고향의 강 선도사업(계산천),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외 다수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경북 경주)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제주 월평)

하수관로신설(확충)공사(부산 하단)

고향의 강 선도사업(인천 계양)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제주 월평



고향의 강 선도사업(계산천)

인천 계양

하수관로신설(확충)공사

부산 하단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

경북 경주



건축공사 



오렌지의 장인 정신은 수준 높은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오렌지카운티 오피스텔(성남  시청앞) 

인천대 생활관 신축공사

강릉 마그네슘 제련공장

오렌지가 추구하는 건축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유지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렌지는 국내 

유수의 골프 클럽하우스 공사에서부터 성남 여수 오렌지 카운티, 구의동 근린 업무시설, 오렌지듄스 GC 클럽하우스,  

더존IT 사원주택, 순천대학교, 인천대학교 생활관, 이의 1초등학교 임대형 민자사업에 이르기까지 빌딩, 공동주택, 

레저시설, 공장 등 다양한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오렌지는 단순한 공간건설의 개념에서 

벗어나 사람과 자연, 그리고 건강한 미래를 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오렌지는 푸른 자연과 예술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오렌지만의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요실적 : 오렌지카운티 오피스텔,  순천대/인천대  생활관 신축공사, 송현초 신축공사, 강릉 마그네슘 제련공장 외 다수 

빌딩  /  공동주택  /  레저 시설  /  공장 



오렌지카운티 오피스텔

경기도 성남시청앞



ACM 구미공장 신축공사

경북 구미

구의동 근린업무시설 신축공사 

서울 광진구

오렌지 골프리조트 클럽하우스 및 콘도 공사

경북 상주

골든비치 골프리조트 클럽하우스 및 골프텔 공사

강원 양양



조경공사 



오렌지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과거, 어느 문화권이건 조경은 특권층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경은 우리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렌지는 그저 자연을 일상으로 옮겨 오는 데만 골몰하지 않고 삶의 가치가 

느껴지는 조경, 역사가 깃들 수 있는 조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오렌지는 평택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2공구),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공사(조경식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등 주거단지 조경, 

공원녹지 조성, 레저시설과 기간시설 조경 등 수많은 조경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렌지는 인간과 

자연을 보다 자연스럽게 접목시키기 위해 인문적·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토지를 계획·설계·관리하는 예술로서의 

조경사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실적 :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화성동탄2 A69BL 아파트 조경,  안산 초지체육시설  조경공사 외 다수
 

주거단지  /  공원단지  /  레저시설  /  기간시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인천 도화)

화성동탄2 A69BL 아파트조경(경기 화성)

위례 택지조경 (서울 송파)



위례택지조경3공구

서울 송파



평택소사벌 택지개발

경기 평택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인천 도화
초막골 근린공원

경기 군포

화성동탄2 A69BL 아파트조경

경기 화성



골프장 개발



오렌지는 골프장 건설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골프장 사업부지 선정 및 사업성 검토, 수익성에 관한 사항을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전문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최상의 방향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레저시설이 늘어가고 있으나 개발과 함께 보존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와 관련한 

영향평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최고 전문인력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렌지는 부지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자연과 하나되는 환경 친화적인 코스, 다양한 전략성으로 

모든 골퍼가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코스, 시공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코스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렌지는 아름다운 골프장이 가장 경제적으로, 적기에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공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현장 감각, 우수한 기술력은 체계적인 시공을 가능케 하고, 고객의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조율하여 코스의 질을 한 

차원 높여드릴 것입니다.

오렌지는 골프 코스 및 제반 시설 관리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드CC 코스관리(부산 기장)오렌지듄스G.C(인천 송도) 솔트베이G.C(경기 시흥) 세종골프클럽(세종시)

컨설팅에서 관리까지 체계적인 
골프코스 개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컨설팅  /  인허가 및 영향평가  /  설계  /  시공  /  관리

오렌지는 골프 코스 개발과 관련,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사례가 드문 TOTAL SERVICE SYSTEM 

(컨설팅·인허가·설계·시공·관리)을 구축하여 세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시공 노하우와 창조적인 기술진의 열정으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자연을 창출하고자 하는 오렌지의 노력은 최고의 명작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렌지듄스 골프클럽

Orange Dunes는 한국 최초의 Dunes Course로서 해안에 크고 작은 

모래언덕(Sand Dunes) 사이에 만들어진, 자연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는 코스다. 

골프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공략을 필요로 하는 코스다.

규모_18Holes, 7,023Yds, Par71(대중제)



블루원 상주 골프리조트 (구 오렌지 골프리조트) 오렌지의 축적된 노하우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최상의 골프 리조트. 개장 2년 만에 '2010 한국 10대 퍼블릭 코스' 

2위에 랭크되는 이변을 만들어 냈다. 자연의 진경을 살리고 주변 환경과 식생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한 점이 돋보인다

규모_ 18Holes, 7,367Yds, Par 72 (대중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잭 니클라우스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챔피언십 코스로 설계한 시그니처 골프 코스. 현재 세계 

25곳에서 계획 중인 골프 클럽 글로벌 커뮤니티 중 하나이다. 2010년 9월 아시아 최초 PGA 

챔피언스 투어 및 2015년 10월 프레지던트컵을 개최했다. 

규모_ 18Holes, 7,413Yds, Par 72 (회원제)



클럽 나인브릿지 Golf Magazine 선정 세계 100대 골프 코스. 건천(乾川) 호수를 이용한 크리크 코스와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스타일의 

하이랜드 코스가 잘 어우러져 있다. 자연을 최대한 살린 ‘자연 친화형 코스’를 앞세우며 자연 훼손을 최소화했다. 

2017년 국내 최초 정규 PGA대회를 개최했다.

규모_ 24Holes, 8,715Yds, Par 94 (회원제 18H + 대중제 6H)



세계적인 명문 오거스타 내셔널을 벤치마킹한 골프 코스. 

개장 1년 만에 ‘2010 한국의 10대 뉴 코스’에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2015 TOP 100 플레티넘코스’ 31위에 랭크되었다. 

규모_ 18Holes, 7,229Yds, Par 72 (회원제)

헤슬리 나인브릿지



파인비치 골프 링크스

국내 최초로 골프장 이름에 ‘링크스’가 들어간 골프 코스. 해남의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코스를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해안선을 

경관적, 전략적으로 최대한 활용 하였다. 페어웨이 옆에 파도가 넘실대고, 바다를 가로 질러 샷을 해야 하는 정통 ‘비치 코스’다.

규모_ 27Holes, 10,960Yds, Par 108 (회원제 18H + 대중제 9H)



SKY72 골프클럽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자리한 골프코스. 하늘, 레이크, 클래식, 오션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최경주, 박세리, 

폴라크리머, 잭 니클라우스, 아니카 소렌스탐 등 국내외 유명 골프 선수들의 헌정 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규모_ 72Holes, 6,879 ~ 7,275Yds, Par 72 4개코스 (대중제)



롯데 스카이힐 제주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제주의 환경을 보존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컨트리클럽. 사계절 내내 푸른 잔디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벤트그라스를 식재하였다. 화강암 바위와 돌출된 자연석 등 각 홀마다 뛰어난 지리적 형상과 경관이 돋보인다.

규모_ 36Holes, 10,701 + 3,333Yds, Par 108 + 36 (회원제 27 + 대중제 9)



화산 컨트리클럽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정통 명문 회원제 코스.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려 낮은 구릉 사이에 

홀과 물, 풀 등이 조화를 이루는 부드러운 인상의 평원 코스와 골짜기, 암벽, 수림대 등이 홀과 

어울리는 강한 인상의 산악 코스로 설계되었다.

규모_ 18Holes, 7,043Yds, Par 72 (회원제)



힐드로사이 컨트리클럽

‘2011 대한민국 10대 뉴코스’에 선정된 이후 수차례 KLPGA 대회를 개최하였다. 수도권에서 가장 긴 전장의 토너먼트 코스로 

다양한 티잉그라운드와 리드미컬한 페어웨이, 8개의 넓고 큰 레이크와 자연암반 폭포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규모_18Holes, 7,423Yds, Par 72 (회원제)



더스타휴 컨트리클럽

규모_18 Holes, 7,211Yds, Par 72 (회원제)

무주 컨트리클럽

규모_18Holes, 6,723Yds, Par 72 (회원제)

마이다스밸리 골프클럽

규모_ 18Holes, 7,060Yds, Par 72 (회원제)

사이프러스 골프 & 리조트

규모_36Holes, 11,871+3,905Yds, Par 107+36(회원제 27+ 퍼블릭 9)

소노펠리체 컨트리클럽

규모_ 18Holes, 7,250Yds, Par 72 (대중제)

솔트베이 골프클럽

규모_18 Holes, 7,130Yds, Par 72 (대중제)



용평 버치힐 컨트리클럽

규모_ 18Holes, 7,000Yds, Par 72 (회원제)

여수 경도 골프&리조트

규모_ 27Holes, 10,881Yds, Par 108  (대중제)

세라지오 컨트리클럽

규모_ 18Holes, 7,333Yds, Par 72 (회원제)

세종필드 골프클럽

규모_ 18Holes, 7,303Yds, Par 72 (대중제)

골든비치 골프리조트

규모_ 27Holes, 11,635Yds, Par 109 (회원제)

페럼 컨트리클럽

규모_ 18 Holes, 7,235Yds, Par 72 (대중제)



㈜오렌지엔지니어링 연혁

경기도 성남시로 소재지 변경

부동산개발업 등록

주택건설업(대지조성업) 면허 취득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소재지 변경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종합건설업(토목, 조경) 면허취득

㈜임골프디자인, ㈜오렌지엔지니어링으로 합병

㈜임골프디자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도로 및 공항)

㈜오렌지엔지니어링(조경식재) 면허취득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조경) 면허취득

㈜임골프디자인 대표자 변경(대표이사 : 강상문)

㈜오렌지엔지니어링 법인설립(대표이사 : 강상문)

(토공, 철콘, 상하수도, 포장, 조경시설물, 미장방수)

(주)임골프디자인으로 상호변경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토질및 기초, 도로및 공항)

(주)임골프디자인기술사사무소 설립 

임골프장설계실 설립



	 구분	 (주)오렌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강상문

	 법인	등록	번호	 131111-0143063

	 사업자	등록	번호	 129-81-86201

법인	개요

오렌지의	법인	개요와	시공	능력을	알려드립니다.

법인	개요

건설업	면허

종합건설(토목건축,	조경),	해외건설업,	부동산개발업,	주택건설업(대지조성	및	주택),	

전문건설(토공,	철콘,	상하수도,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미장방수조적,	포장,	실내건축),	

엔지니어링사업(조경설계)



2017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인천 서구청

2016 고향의 강 선도사업(계산천) 인천 종합건설본부

 농어촌도로 102호선(대문고개)인도설치공사 인천 강화군

 다남동 산71번지(소1-6호선) 도로개설공사 인천 계양구

 도림2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인천 계양구

 2016년 아라~회천간 도로유관 관로공사 ㈜KT 제주

2015 하수관로신설(확충)공사[장림처리구역(하단동)] 부산 종합건설본부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경신도시개발

 춘천 수동농공단지 조성공사(주차장공사) ㈜더존비즈온

 월미도 회주도로 재포장공사 인천 중구

 새뜰마을사업 노후불량 하수관거정비공사 인천 동구

2014 2014년 진두항 건설공사 인천 옹진군

 동인천 우현로 외 1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인천 중구

2013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 제주특별자치도

 양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농어촌공사 강화

 '13-남-해-14 숙영지 방호벽 시설공사 국군재정관리단

2012 선학 연수 임대아파트 단지내 포장공사 인천도시공사

 도로재포장 및 보도정비공사 인천 서구

 아산 레이크사이드 2차 부지조성공사(토공) (주)포스코건설

 송도 I-TOWER 건립공사 중 조경 및 부대토목공사 (주)대우건설

 송도동349번지 토목 기반시설 및 기타공사 (주)오렌지링스

 2014 인천아시아드경기대회 십정경기장 부대토목 ㈜한화건설

2011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공사 인천 종합건설본부

 동인천여중 일원 도로확·포장공사 인천 서구

 노후관교체 관련 도로 포장공사 인천 상수도사업소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인천 서구

 하천시설물 연간유지 관리공사(2공구) 성남시 푸른환경사업

 상암2지구 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우방건설[구,신창]

 00부대 연립관사 신축공사 중 토공,철콘,방수공사 (주)오렌지이앤씨

 한강수계 음성3제 하천정비공사 중 토공사 ㈜오렌지이앤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공사(T/K) 중 조형 에스케이건설㈜

 육군종합행정학교 체력단련장 조성공사 중 토공 현대건설㈜

2010 상암2지구 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우방건설[구,신창]

 송파구 마천지구 1단지 아파트 건설중 토목공사 ㈜우방건설[구,신창]

2009 노후관교체 관련 도로 포장공사 인천 상수도사업소

 더존디지털벤처단지 조성공사 중 토공및 파일 ㈜대우건설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 중 토공 ㈜오렌지이앤씨

2007 탱크지역 배수로 설치 및 야적장 정지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태왕사신기 부대시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씨제이개발㈜

	 사업명	 발주처 	 사업명	 발주처

2018 평택항 복합물류센터(예정) 신대동 국제물류

2017 성남 여수 오렌지카운티 신축공사 아시아신탁 ㈜

2016 순천대학교외 1개교(인천대)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교육부(미래행복)

 내5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인천 옹진군

2015 구의동 466빌딩 신축공사 개인

 송현초 신축공사 전남교육청

 오렌지듄스 GC 클럽하우스 내부시설공사 ㈜오렌지링스

2014 더존 IT 사원주택 신축공사 ㈜더존비즈온

 송도제5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

 송도 LNG지구 군사시설 설치공사 대림산업㈜

2013 봉제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인천 연수구

 강릉 마그네슘 제련공장 제품창고 정비Shop신설 ㈜포스코플랜텍

2012 인천 중앙초 급식소 증축공사 인천교육청

 더존 IT 영빈관 신축공사 ㈜더존비즈온

 더존 IT 골프연습장 증축공사 ㈜더존비즈온

 더존 IT 오수처리동 증축공사 ㈜더존비즈온

 00부대 연립관사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오렌지이앤씨

2011 더존 IT 벤처단지 증축공사 ㈜더존비즈온

 이의1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미장·타일공사 ㈜푸른생각



	 사업명	 발주처 	 사업명	 규모	 공종	 발주처

2017 위례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3공구) 서울주택도시공사

2016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인천도시공사

 화성동탄2 A69BL 아파트 조경(공공임대리츠3호) LH 경기지역본부

 석남완충녹지 조성공사 인천 서구

 석바위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인천 남구

 모도리 해안둘레길 조성공사 인천 옹진군

 안산 초지체육시설BTO 중 PP코스 및 조경공사 안산스포츠파크㈜

 공원녹지 관리공사(논현2동) 인천 남동구

2015 구리 갈매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포스코건설

 송도 잭니클라우스 야생화 파종공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

 격리마사 신축부지내 수목이식공사 한국마사회

2014 인천국제공항 T1 진입경관 조성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삼산타운 1외 1개단지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LH 인천지역본부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공사 중 조경식재 ㈜오렌지이앤씨

 평택소사벌 B-3bl 아파트 조경공사 중 식재 LH 인천지역본부

 2014년 서울지역본부 조경및 부대시설 관리 한국마사회

 계양생활관 산책로 정비공사 경인교육대학교

 길주로 시설녹지 경관개선사업 인천 부평구

2013 용정근린공원 조성공사 인천 남구

 국제화복합단지 가로수 식재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2 평택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2공구) LH 경기지역본부

 약초원 조성공사 인천대학교

 2012년 송도사업소 주민편익시설 관리 인천환경공단

 송도I-TOWER 건립공사 중 조경공사 ㈜대우건설

2011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지구 조경공사 LH 경기지역본부

 부산경남경마공원 조경및 부대시설 관리 한국마사회

 서원밸리 G.C 대중제 18홀 조경식재설계 자문 서원밸리 골프클럽

2010 더존디지털벤처단지 조성공사 중 조경공사 ㈜더존이디원

2009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중 조경식재 SH공사/오렌지이앤씨

2008 잭니클라우스골프장 커뮤니티 빌라주변 조경설계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2007 논현로얄팰리스 추가공사 중 조경공사 ㈜동양건설산업

 천호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조경공사) (주)고속도로관리공단

2017 2017년 인천 오렌지듄스  18홀 코스시설/수목관리 ㈜오렌지링스
 골프코스 관리 용역

 2017년 아시아드컨트리클럽 27홀 코스시설/수목관리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코스관리 용역

2016 2016년 인천 오렌지듄스  18홀 코스시설/수목관리 ㈜오렌지링스
 골프코스 관리 용역

 2016년 아시아드컨트리클럽 27홀 코스시설/수목관리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코스관리 용역 

2015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Kr 18홀 코스시설/수목관리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
 골프코스 관리용역 2015 

 2015년 인천 오렌지듄스  18홀 코스시설/수목관리 ㈜오렌지링스
  골프코스 관리 용역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대회 18홀 코스시설/수목관리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
 개최 준비용역 

2014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Kr 18홀 코스시설/수목관리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
  골프코스 관리용역 2014 

 2014년 인천 오렌지듄스  18홀 코스시설/수목관리 ㈜오렌지링스
  골프코스 관리 용역 

 솔트베이 골프클럽 코스 18홀 코스시설/수목관리 성담 솔트베이
  관리 위탁용역 

2013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Kr 18홀 코스시설/수목관리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

 골프코스 관리용역 2013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18홀 코스시설/수목관리 인천환경공단
 주민편의시설 코스관리용역 

2012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Kr 18홀 코스시설/수목관리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

 골프코스 관리용역 2012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18홀 코스시설/수목관리 인천환경공단

 주민편의시설 코스관리용역

 더플레이어스 G.C 27홀 코스시설/수목관리 ㈜엔바인리조트

2011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Kr 18홀 코스시설/수목관리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
 골프코스 관리용역 2011

 당진 파나시아 G.C 9홀 코스시설/수목관리 당진파나시아 C.C

2010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Kr 18홀 코스시설/수목관리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
 골프코스 관리용역 2010 

 블루원 상주 C.C 18홀 코스시설/수목관리 ㈜링스이앤씨

2009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18홀 코스시설/수목관리 한국광광공사 보성건설㈜

  블루원 상주 C.C 18홀 코스시설/수목관리  ㈜링스이앤씨

2008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18홀 코스시설/수목관리 한국광광공사 보성건설㈜

  블루원 상주 C.C 18홀 코스시설/수목관리 ㈜링스이앤씨

2007  골든비치 골프리조트 27홀 코스시설/수목관리 ㈜새서울레저

2006  골든비치 골프리조트 27홀 코스시설/수목관리 ㈜새서울레저

2005  마이다스밸리 G.C 18홀 코스시설/수목관리 마이다스밸리

  대명 비발디파크 C.C 18홀 코스시설/수목관리 ㈜대명레저개발



2016 안산 초지체육시설 BTO 중 9홀 조경 서희건설

 PP코스 및 조경 공사

 안성 아덴힐 컨트리클럽  18홀 토목 서해건설

 조성사업 중 토공사

 아름다운 C.C 최종저류지  18홀 조경 아름다운C.C

 조성공사

2015 SG 덕평C.C 리뉴얼공사 18홀 리뉴얼 SG덕평C.C

 오렌지듄스 코스리뉴얼공사 18홀 리뉴얼 ㈜대림산업/오렌지링스

 오렌지듄스GC 내부시설공사 18홀 건축 ㈜대림산업/오렌지링스

2014 솔트베이 골프클럽  18홀 토목/조경 ㈜성담 솔트베이

 안전시설물(목책)시설공사

 솔트베이 골프클럽   18홀 조경 ㈜성담 솔트베이

 조경보완공사

2013 솔트베이 골프클럽   18홀 조경 ㈜성담 솔트베이

 안전차폐 식재공사

2012 오렌지듄스 G.C 건설공사 18홀 토목/건축/조경 ㈜대림산업

 동여주 G.C 시설개선공사 9홀 토목/조경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여주 골프클럽 9홀  9홀 토목 남여주레저개발

 증설 토목공사

 페럼클럽 조성사업 18홀 토목 ㈜페럼인프라

2011 여수경도 해양단지  18홀 토목 SK건설㈜

 조성공사 중 조형공사

 힐드로사이 골프장공사 중  18홀 토목/조경 보림개발㈜

 부대토목공사

 솔트베이 대중골프장  18홀 토목/조경 ㈜성담 솔트베이

 조성공사

 골든베이조경공사 중  18홀 조경 ㈜한화건설

 수해복구공사

 골든베이조경공사 중  18홀 조경 ㈜한화건설

 그린잔디 보식공사

 양평 더스타 휴 골프&리조트 18홀 토목 ㈜한창산업개발

2010 하이원 C.C 카트로  18홀 리뉴얼 ㈜강원랜드

 증설 및 조경

 써닝포인트C.C [에프엘씨 18홀 토목/조경 (주)웰리브/대우조선해양건설(주)

 웰리브 용인골프장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

 마이다스 카운티 G.C 조성공사 18홀 토목/조경 ㈜대교디앤에스

2010 거제 다원 C.C 18홀 토목/건축/조경 ㈜다원종합건설

 파나시아 G.C 18홀 토목/조경 아모제산업㈜

 블루원 용인C.C  27홀 리뉴얼 ㈜태영레저

 (18홀 그린주변, 스타트하우스) 

 육군종합행정학교  9홀 토목/조경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체력단련장 조성공사   위례사업본부

2009 고양 C.C (대중 9홀) 9홀 토목/조경 고양컨트리클럽㈜

 젠스필드C.C 조성공사  18홀 토목 (주)아시아신탁/삼성중공업

 힐드로사이 C.C 조성사업 18홀 토목 ㈜보림개발

2008 정선 친환경 대중골프장  9홀 토목/건축/조경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성공사

 세라지오 C.C  18홀 토목 ㈜한라

 (여주 상우 골프장 조겅)

 승주 C.C(중코스) 18홀 리뉴얼 승주컨트리클럽

 골든베이 골프& 27홀 토목/조경 (주)태안리조트

 리조트 조경보완 

 서생 스타스콥 C.C  9홀 토목/건축/조경 (주)고암개발

 (구,울주고암C.C)

 하이원 C.C 18홀 리뉴얼 (주)강원랜드

 잭니클라우스 G.C 18홀 토목/조경 ㈜게인인터네셔널

 용인 프라자 C.C(라이언코스) 18홀 리뉴얼 (주)한화리조트

 아시아나 C.C(동코스) 18홀 리뉴얼 아시아나CC

2007 해슬리 나인브릿지 C.C 18홀 토목 CJ개발㈜

 오렌지골프리조트  18홀 토목/건축/조경 ㈜링스이앤씨

 [현 블루원상주 C.C]

 설악 프라자 C.C(3단계) 5홀 리뉴얼 한화리조트(주)

 파주 J-퍼블릭 C.C 6홀 토목 (주)포스코건설

2006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27홀 토목/조경 보성건설(주)

 무등산 C.C 27홀 토목/조경 동광레저개발(주)

 승주 C.C(동 코스) 9홀 리뉴얼 (주)승광

 설악 프라자 C.C  18홀 리뉴얼 한화국토개발㈜

2005 제주 수망 관광지구 개발사업 18홀 토목/조경 남광건설산업㈜

 여주 아리지 C.C 27홀 토목/조경 ㈜도화종합기술공사

 동원 썬밸리 C.C 18홀 토목/조경 성운전설㈜

 88 C.C(P&P코스) 9홀 토목 국가보훈처 88골프장

 사이프러스 C.C 18홀 토목/조경 제주리조트㈜

	 사업명	 규모	 공종	 발주처 	 사업명	 규모	 공종	 발주처



2004 골든비치리조트 27홀 토목/건축/조경 ㈜새서울레저

 SKY 72 G.C  72홀 토목/건축/조경 클럽폴라리스㈜

 몽베르 C.C(남코스) 18홀 토목 ㈜동우

2003 제주 봉개 프라자 C.C 9홀 토목 ㈜한화국토개발

 양지 파인리조트(5개홀) 27홀 리뉴얼 ㈜파인리조트

 설악 썬밸리  27홀 토목 ㈜동광종합토건

 뉴서울 C.C 18홀 토목 한국문화진흥㈜

 (작업로 및 코스개선) 

 자운대 골프장  9홀 토목/건축 육군중앙경리단

2002 뉴스프링빌 C.C(9개홀 신설) 18홀 토목/조경 ㈜이덕

 몽베르C.C(북코스 ) 18홀 토목/건축/조경 ㈜동우

 소피아그린 C.C 27홀 토목/조경 교원나라레저개발㈜

 [여주 teachiland C.C]

 스카이힐 제주 C.C 36홀 토목/조경 롯데건설㈜

 대명비발디파크.C.C 18홀 토목/조경 ㈜대명건설

 춘천 한화 C.C(잔디) 18홀 조경 한화국토개발㈜

 클럽 나인브릿지 (퍼블릭) 6홀 토목/조경 CJ클럽 나인브릿지

2001 양지 파인리조트(5개홀) 27홀 리뉴얼 ㈜파인리조트

 88 C.C(카트로) 18홀 토목 88관광개발㈜

 한화 C.C(조형 및 G.T.B)  18홀 토목 ㈜한화건설

 뉴서울 C.C(카트로 신설) 18홀 토목 한국문화진흥㈜

 강원랜드 C.C  18홀 토목   ㈜대우건설

 일죽 썬밸리 C.C  18홀 토목 ㈜연흥개발

 용평 버치힐 C.C 18홀 토목/조경 ㈜용평리조트

2000 남촌 C.C  18홀 토목/조경 남촌개발㈜

 서서울 C.C(5개홀) 18홀 리뉴얼 서서울컨트리클럽

1999 현대 성우리조트 P&P  9홀 리뉴얼 성우종합레져㈜

1998 서창 대중골프장  9홀 토목 서창코퍼레이션㈜

 마이다스밸리 G.C  18홀 토목/조경 ㈜건설알포메

1997 화산 C.C(변경) 18홀 토목 화산개발㈜

 이스트밸리 G.C 27홀 토목/조경 현대건설㈜

 클럽 나인브릿지 18홀 토목/조경 CJ클럽 나인브릿지

1996 무주 G.C  18홀 토목/조경 (주)쌍방울건설

1994 광릉 C.C 18홀 토목 광릉레저개발㈜

1991 화산 C.C  18홀 토목 화산개발㈜

	 사업명	 규모	 공종	 발주처

2017 천북지구 골프장 코스 및 조경설계 용역 18홀 (주)태영건설

안성베네스트, 관개용수 운용체계 개선 실시 설계용역 18홀 삼성물산㈜

해비치컨트리클럽 서울 코스 Renovation 실시설계 용역 9홀 해비치컨트리클럽㈜

2016 SG 덕평 C.C 9홀 증설 설계 및 인허가 용역 9홀 (주)에스지덕평

안산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설계용역 (골프장/조경) 9홀 (주)희림종합건축사

Clark Sky27 Golf Club Project 27홀 JBCRESTA Corp.

88 골프장 코스 레이아웃변경 용역제안서 작성 9홀 국가보훈처 88골프장

SG 덕평 C.C 리뉴얼 코스설계 및 변경 인허가 18홀 덕평관광개발(주)

2015 아름다운 골프&온천 리조트 9홀 증설 설계 용역 9홀 (주)고월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골프장 설계 및 인허가 용역 18홀 대일개발(주)

양산 C.C(27H) 리뉴얼 설계 용역 27홀 양산컨트리클럽(주)

베트남 옌빈 골프장 설계용역(간삼건축)
Yen Binh Golf Sports Service Center

9홀 ㈜간삼건축사사무소

오크밸리 리조트 오크크릭 G.C 9홀 증설 설계 용역 9홀 한솔개발주식회사

2014 김천 애플밸리 C.C 조성사업 인허가 및  설계용역 작성 9홀 (주)삼라네트웍스

김천 애플밸리CC 조성사업 공사용 설계도서 작성 용역 9홀 (주)삼라네트웍스

2013 시흥 월곶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설계 및 인허가 용역 27홀 (주)성담

남양주 월문 골프장 기본계획 및 코스 LAYOUT 설계용역 9홀 (주)싸이칸홀딩스

베트남 탐농 골프장 36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6홀 VIET HAN TRADING-ADVERTISING-
CONSTRUCTION-REAL ESTATE CO.,LTD

2012 시흥 장곡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현 솔트베이) 18홀 (주)성담

용인 써닝포인트 C.C 증설 9홀 입지 타당성 및 코스 레이아웃 용역 9홀 (주)에프엘씨

몽베르 컨트리클럽 병설 대중9홀 조성사업 인허가 및 설계용역 9홀 대유몽베르조합

2011 오렌지 링스 설계·인허가 용역 (현 오렌지 듄스) 18홀 (주)오렌지링스

양평 더스타 휴 골프&리조트 조성공사 조형 및 배수 설계 18홀 (주)한창산업개발

금호아시아나 여주 골프장(18H) 인허가 및 설계용역 18홀 금호리조트㈜

해양경찰학교 현장 기초체력훈련장 설계검토용역 9홀 대림산업(주)

서원밸리 G.C 대중제 18홀 조경식재설계 자문 18홀 서원밸리 골프클럽

에덴블루 컨트리클럽 9홀(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홀 죽산개발(주)

2010 특수전사령부 및 제3공수특전여단 이전사업 시설공사 기본설계용역 9홀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소노펠리체 C.C 조성사업 골프코스 설계용역 18홀 (주)대명리조트

해양경찰학교 건설사업 턴키 설계용역 9홀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외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조성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 
실시설계용역(코스토목설계) (현 여수경도 골프앤리조트)

27홀 (주)삼안

터키 이스탄불 Omerli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골프코스 설계용역 36홀 (주)제이아이앤디

홍천군 남면 화전리 골프장 18홀 설계용역(태웅C.C) 18홀 금와레저(주)

애플트리 리조트(18홀) 골프코스 실시설계용역 18홀 나라컨트리클럽(주)

고양 컨트리클럽 설계용역 및 환경분야 용역 9홀 ㈜오렌지이엔지

사업명 규모 발주처



2010 발안 C.C 골프코스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7홀 창성건설(주)

해피니스C.C 실시설계 변경용역 (나주 남양골프장)_변경 27홀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2009 포천 동훈 골프장 63홀 설계 용역 63홀 (주)동훈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공사 기본설계용역(코스토목설계)(현 
여수경도 골프앤리조트)

27홀 (주)삼안

한신대 골프장(Par.3 9홀 및 골프 연습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 9홀 (주)삼현건설

필리핀 수빅 골프 & 리조트 골프코스 설계 용역 9홀 (주)수빅리조트

음성 대흥 골프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 18홀 (주)자스타

용인 태영 C.C 스타트하우스 및 그린 주변 리뉴얼 설계용역(현 
블루원 용인)

27홀 (주)태영레저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공사 기본설계 용역
(현 여수경도 골프앤리조트)

27홀 에스케이건설(주)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공사 해외코스설계 용역(1차)
(현 여수경도 골프앤리조트)

18홀 에스케이건설(주)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현 여수경도 골프앤리조트)

27홀 에스케이건설(주) 외

2008 골든뷰C.C(27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7홀 (주)골든이엔씨

(체리파크) 골프장 18홀 인허가 및 설계용역 18홀 (주)체리파크리조트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 시설공사 턴키 9홀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베트남 나베 골프장 36홀   POSILAMA E&C

건설공제조합 골프장 개발을 위한 인허가 및 설계용역 (현 세종필드) 9홀 건설공제조합

행정중심복합도시 복합체육시설부지 공급사업 공모참가를 위한 
용역(현 세종필드)

18홀 건설공제조합

영주 판타시온 C.C(18홀) 설계용역 18홀 글로벌마스터(주)

베트남 호치민시 롱푹 프로젝트 골프장 설계용역 27홀 금호산업(주)

상우 컨트리클럽 기본계획 및 조형설계용역 (현 세라지오) 18홀 상우산업개발(주)

잭니클라우스골프장 커뮤니티 빌라주변 조경설계 18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강릉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 기본계획용역 18홀 에이스골프회원권거래소(주)

파주 덕천리 OO 골프장(27홀) 인허가 설계용역(청운C.C) 27홀 청운 컨트리클럽(주)

2007 베트남 다낭 신도시 골프장 설계용역 18홀 (주)대원

음성 동음골프장 조성계획 승인 관련 코스레이아웃 설계 기술용역 
(현 코스카)

18홀 (주)어번플러스이앤씨

대관령 알펜시아 T/K 공사 중 골프장 설계용역 (현 알펜시아 700) 18홀 (주)태영건설

스타밸리 골프장(18홀) 인허가 및 설계용역 (현 더스타휴) 18홀 (주)한창산업개발

Vietnam Long An C.C 설계 용역 18홀 (주)효일 인베스트

강촌리조트 회원제 골프장 Renewal 설계를 위한 
현황측량설계용역(현 엘리시안 강촌)

27홀 GS건설(주)

Twin Doves Golf & Country Club Design Service (베트남) 27홀 Phu My Development Joint 
Stock Company

2007 아시아나 컨트리클럽(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현 
웨이하이포인트)

18홀 금호한아고이부구락부

크리크밸리 컨트리클럽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및 설계용역(2차)
(현 힐드로사이)

18홀 보림개발주식회사

화성 정남C.C 인허가 및 설계용역 9홀 par3 (현 라비돌) 9홀 봉담개발(주)

충북 단양 매포읍 유원지 기본계획설계 용역 18홀 성신양회㈜

고하도 유원지 대중골프장(9Hole) 기본설계 용역 9홀 신동아건설(주)

동,서코스 카트도로 및 연못조성에 따른 실시 설계용역 27홀 오라관광(주) 오라칸트리클럽

홍천컨트리클럽 18홀 및 콘도 인.허가 및 설계용역 18홀 홍천컨트리클럽

2006 드레곤 힐스 컨트리 클럽(18홀) 골프장 설계 (현 젠스필드) 18홀 (주)드레곤힐

피넘브라 골프장 조성사업 27홀 (주)비큐공영

골든비치 골프리조트 골프코스 실시설계 변경 및 감리용역(27홀) 27홀 (주)새서울레저

우리들 웰니스 리조트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회원제 18홀) 18홀 (주)우리들웰니스리조트

GS레저타운 조성사업 인.허가 및 설계 용역 (미조성) 18홀 (주)지에스레저

강촌리조트 회원제 골프장 Renewal 공사를 위한 설계
(현 엘리시안 강촌)

3홀 GS건설(주)

나주 남양골프장 실시설계 용역 (현 해피니스) 27홀 남양개발(주)

상주 오렌지C.C 골프장 조성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 .실시 설계 
(18홀)  (현 블루원 상주 골프리조트)

18홀 링스이앤씨

송도신도시 잭니콜라우스 골프클럽 오브 코리아 (실시설계) 18홀 송도개발(유)

인천 청라지구 테마파크형 골프장 설계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 36홀 신동아건설(주)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골프코스 설계용역 36홀 현대건설(주)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골프코스 실시설계용역 36홀 현대건설(주)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골프코스설계 시공기술검토 및 
대관업무지원 용역

36홀 현대건설(주)

2005 대관령 알펜시아 조성공사 C공구 T/K설계 용역 (현 알펜시아 700) 18홀 ㈜태영, 현대건설㈜

영천 제니스 C.C(18홀)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8홀 ㈜홍익개발

2004 상떼힐 C.C (18홀)인허가 설계 및 감리용역 (현 SG골프 클럽) 18홀 (주)상떼힐

북경 가성골프장(36홀) 설계 및 감리용역 36홀 (주)중진씨앤아이

The Honors C.C(27홀) 조형도 변경설계용역 (현 블루원 디아너스) 27홀 (주)태영

경주 태영C.C 골프장(27홀) 및 진입도로 설계용역(대목장) 27홀 (주)태영

2003 제주 우리들 웰니스 골프장(27홀) 인허가도서 작성 및 설계용역 27홀 (주)돈내코종합레저타운

인천 골프클럽 조성사업 설계용역 9홀 (주)인천골프클럽

로얄 컨트리클럽 개,보수 (3개홀 및 저수지) 실시설계용역 3홀 로얄개발(주)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지역 18홀 골프장 입지 타당성 검토용역 18홀 신일제약㈜

렉스필드 골프장 건설공사 설계검토 27홀 ㈜렉스필드컨트리클럽

2002 경주 신라C.C (36홀)기본계획용역 36홀 (주)경주 신라컨트리클럽

[대덕테크노밸리 (9H)] 골프장 개발관련 각종 영향평가를 위한 
기본설계

9홀 (주)대덕테크노밸리

사업명 규모 발주처 사업명 규모 발주처



2002 대명 비발디파크 회원제 골프장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강원 홍천] 18홀 (주)대명레저산업

경주C.C (A,B)코스 인허가 도면 작성 및 코스설계 용역(18홀) 18홀 보문개발㈜

도계상덕골프장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현 블랙밸리) 18홀 삼척시

카트도로 개설에 따른 티,벙커,연못 실시설계용역 36홀 오라관광(주) 오라칸트리클럽

가평 한화 컨트리클럽 코스레이아웃 18홀 한화국토개발㈜

2001 CAMP WALKER GOLF COURSE  [대구] 9홀 TOMAS J, Davis

여수시 골프장 건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18홀 동신기술개발㈜

성남골프장 개보수공사 턴키입찰 설계용역 9홀 동양메이저㈜

성남G.C 코스 기본계획 및 설계 감리용역 18홀 삼성물산㈜

[오라 C.C] 카트도로 개설에 따른 설계용역 36홀 오라관광㈜

성남G.C GREEN TEE 설계용역(6홀) 6홀 일광실업㈜

휘닉스파크 골프클럽 빌라콘도 신축사업  [강원 평창] 빌라50세대 18홀 종합건축사사무소 장

돈내코 C.C 조성사업 설계용역(27홀) (현 우리들) [제주 서귀포시] 27홀 ㈜돈내코종합레저타원

Pine Valley 골프장 주변 조경설계 (강원 삼척) 18홀 ㈜동양레저

뉴서울 컨트리클럽(북코스) 카트도로 기본계획 설계용역 18홀 한국문화진흥(주)

OAK VALLEY PUBLIC GOLF 추가 9홀 설계 및 감리  [강원 원주] 9홀 한솔개발㈜

용인프라자 C.C 그린개보수 및 주변 조형변경관련 설계 및 
감리용역

9홀 한화국토개발㈜

용인프라자 C.C 카트로 설계용역 18홀 한화국토개발㈜

춘천 한화 골프장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현 제이드팰리스) 18홀 한화국토개발㈜

2000 한밭레이크사이드 27홀 COURSE LAY-OUT 설계용역  [충남 논산] 27홀 국제개발㈜

포항시 골프장 LAY-OUT 조성 및 시설배치 기본계획 18홀 금호엔지니어링㈜

그린힐 C.C 대중 9홀 인허가 도서 및 실시설계 변경도서 작성용역 9홀 신안개발㈜

렉스필드 추가설계  [경기 여주] 9홀 웅진코웨이개발㈜

남강 C.C 9홀 증설 실시설계용역 (현 시그너스) 9홀 ㈜남강컨트리클럽

도투락 C.C 진입도로 사도설치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 27홀 ㈜도투락

Pine Valley 골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  [강원 삼척] 18홀 ㈜동양레저

초당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골프장 설계용역(18홀) (현 파인밸리) 18홀 ㈜동양레저

레이크힐스 C.C 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27홀 ㈜레이크힐스

설악프라자 C.C 카트로 설계용역  [강원 속초] 18홀 한화국토개발㈜

용인프라자 C.C 라이온 코스 개보수 설계용역 18홀 한화국토개발㈜

1999 NINE BRIDGES C.C 오수 및 상수관로 실시설계용역 18홀 ㈜제주개발공사

화순 사평레저타운 조성사업 18홀 임광건설산업

도투락C.C 실시설계 및 인허가 도서작성용역  [경북 경주] 27홀 ㈜도투락 경주지점

1998 ENC 실시설계 및 인허가 도서작성용역 18홀 (주)임골프코스다지인기술사

서제주 C.C 건설사업 코스조성 토목실시설계 (현 나인브릿지) 18홀 CJ개발㈜

사업명 규모 발주처

1998 광릉 C.C 퍼블릭코스(6홀) 설계 및 인허가용역 6홀 광릉레저개발㈜

제주 대상 C.C용역(27홀) (현 타미우스) 27홀 대상㈜

광릉 C.C 퍼블릭코스(6홀) 설계 및 인허가용역 6홀 ㈜임골프코스디자인기술사

중앙 C.C 회원제 9홀 조성설계 및 인허가도서 작성용역 (현 애머슨) 9홀 중앙관광개발㈜

원주 OAK VALLEY PUBLIC GOLF장 실시설계용역 9홀 한솔개발㈜

1997 양성 C.C 코스(18홀) 기본설계 및 인허가자료 작성용역 18홀 (주)동양레저

신안일반대중 골프장 인허가 도서작성 및 코스설계 용역 9홀 신안개발㈜

제주 신안 C.C 인허가도서 작성 및 코스설계 용역  [북제주] 27홀 신안관광개발(주)

경주월드 Pitching Putting Course 및 부대시설 설계용역(9홀) 9홀 아진건업㈜

파인 크릭(27홀) 설계용역  [경기 안성] 27홀 ㈜동양레저

제주 애월 골프장 설계용역  [제주도 애월] 18홀 한화국토개발㈜

1996 서제주 C.C 건설사업 코스조성 토목실시설계 (현 나인브릿지) 18홀 제일엔지니어링

광릉 C.C 퍼블릭코스(6홀) 설계 및 인허가용역  [경기 남양주] 18홀 광릉레저개발㈜

피칭코스 LAY-OUT 설계용역 (골드 C.C 챔피온코스) 9홀 기흥관광개발㈜

나다 C.C 북코스(18홀)설계용역 (구 세븐힐스 / 현 안성베네스트) 18홀 나다 레저개발㈜

이글레스트 대중골프장 인허가용 코스배치 및 도면 작성용역
(현 가평베네스트)

27홀 무진개발㈜

금사 C.C 설계용역 (현 렉스필드) 18홀 ㈜금사리조트

남강 C.C 9홀 증설 코스레이아웃 및 인허가 도서작성용역 (현 
시그너스)

9홀 ㈜남강컨트리클럽

도투락 C.C 실시설계 및 인허가도서 작성용역 27홀 ㈜도투락

동부산 C.C A2 저수지 설계 및 감리 [경남 양산] 27홀 ㈜동부산C.C/대한공영

주봉컨트리클럽 설계용역(27홀) (현 파인 크릭) 27홀 주봉개발㈜

가평 골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36홀) (현 썬힐 C.C) 36홀 ㈜서봉관광 / ㈜다함레저

양평 C.C 실시설계용역(27홀) 27홀 ㈜영아트개발 (계몽사)

안양 C.C 개조 기본설계 및 형질변경 신청도서 작성 (안양베네스트) 18홀 중앙개발㈜

지산리조트 SLOP 배수설계용역 18홀 지산리조트㈜

서천 한화리조트 골프장 설계용역 (현 제이드팰리스) 18홀 한화국토개발㈜

용인프라자 골프장 타이거코스 그린개보수 설계용역 18홀 한화국토개발㈜

1995 휘닉스파크 대중골프장(6홀)코스   [강원 평창] 6홀 보람환경개발㈜ /보광휘닉스파크

※ 상기실적 외 50건 실적보유

사업명 규모 발주처



2017 천북지구 골프장 코스 및 조경설계 용역 18홀 (주)태영건설

해비치컨트리클럽 서울 코스 Renovation 실시설계 용역 9홀 해비치컨트리클럽㈜

2016 SG 덕평 C.C 9홀 증설 설계 및 인허가 용역 9홀 (주)에스지덕평

안산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설계용역 (골프장/조경) 9홀 (주)희림종합건축사

2015 아름다운 골프&온천 리조트 9홀 증설 설계 용역 9홀 (주)고월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골프장 설계 및 인허가 용역 18홀 대일개발(주)

양산 C.C(27H) 리뉴얼 설계 용역 27홀 양산컨트리클럽(주)

2014 김천 애플밸리CC 조성사업 공사용 설계도서 작성 용역 9홀 (주)삼라네트웍스

2013 시흥 월곶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설계 및 인허가 용역 27홀 (주)성담

남양주 월문 골프장 기본계획 및 코스 LAYOUT 설계용역 9홀 (주)싸이칸홀딩스

2012 시흥 장곡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현 솔트베이) 18홀 (주)성담

용인 써닝포인트 C.C 증설 9홀 입지 타당성 및 코스 레이아웃 용역 9홀 (주)에프엘씨

몽베르 컨트리클럽 병설 대중9홀 조성사업 인허가 및 설계용역 9홀 대유몽베르조합

2011 오렌지 링스 설계 · 인허가 용역 (현 오렌지 듄스) 18홀 (주)오렌지링스

서원밸리 G.C 대중제 18홀 조경식재설계 자문 서원밸리 골프클럽

에덴블루 컨트리클럽 9홀(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홀 죽산개발(주)

2010 소노펠리체 C.C 조성사업 골프코스 설계용역 18홀 (주)대명리조트

공원내 체육시설(운동시설)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남한산성도립공원내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수정구 학교숲,옥상조경 정비 및 유지관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중원구 학교숲,옥상조경 정비 및 유지관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홍천군 남면 화전리 골프장 18홀 설계용역(태웅C.C) 18홀 금와레저(주)

고양 컨트리클럽 설계용역 및 환경분야 용역 9홀 ㈜오렌지이엔지

2009 용인 태영 C.C 스타트하우스 및 그린 주변 리뉴얼 설계용역
(현 블루원 용인)

27홀 (주)태영레저

야탑, 이매동 일원 공공공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곡산(골안사 일원) 등산로 생태복원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시계등산로 유지관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영장산(도촌동 일원) 등산로 생태복원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영장산(수정구) 등산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청계산 이수봉 주변정비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2008 수정,중원구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탑골공원 등 녹지시설물 관리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잭니클라우스골프장 커뮤니티 빌라주변 조경설계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사업명 규모 발주처사업명 규모 발주처

2007 스타밸리 골프장(18홀) 인허가 및 설계용역 (현 더스타휴) 18홀 (주)한창산업개발

크리크밸리 컨트리클럽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및 설계용역(2차)(현 
힐드로사이)

18홀 보림개발주식회사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광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상명대학교

충북 단양 매포읍 유원지 기본계획설계 용역 18홀 성신양회㈜

동,서코스 카트도로 및 연못조성에 따른 실시 설계용역 27홀 오라관광(주) 오라칸트리클럽

2006 골든비치 골프리조트 골프코스 실시설계 변경 및 감리용역(27홀) 27홀 (주)새서울레저

강촌리조트 회원제 골프장 Renewal 공사를 위한 설계
(현 엘리시안 강촌)

3홀 GS건설(주)

상주 오렌지C.C 골프장 조성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 .실시 설계 
(18홀)  (현 블루원 상주 골프리조트)

18홀 링스이앤씨

송도신도시 잭니콜라우스 골프클럽 오브 코리아 (실시설계) 18홀 송도개발(유)

인천 청라지구 테마파크형 골프장 설계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 36홀 신동아건설(주)

천호지변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세일종합기술공사



사업명 규모 발주처

2017 김천 애플밸리 C.C 변경인허가(풍력발전 진입도로) 용역 9홀 김천풍력발전㈜

2016 SG 덕평 C.C 9홀 증설 설계 및 인허가 용역 9홀 (주)에스지덕평

고양CC 건축물 증축에 따른 변경인허가 용역 9홀 고양 컨트리클럽(주)

아시아나C.C 여주 인허가(골프장) 변경 용역 18홀 금호리조트㈜

SG 덕평 C.C 리뉴얼 코스설계 및 변경 인허가 18홀 덕평관광개발(주)

2015 건설공제조합 세종필드골프클럽 2단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등 인허가용역(현 세종필드)

18홀 건설공제조합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골프장 설계 및 인허가 용역 18홀 대일개발(주)

김천 애플밸리 C.C 조성사업 변경등록(골프장)용역 9홀 하이플러스카드㈜

오크밸리 오크크릭 9홀 증설 컨설팅 용역 9홀 한솔개발주식회사

2014 김천 애플밸리 C.C 조성사업 인허가 및  설계작성 용역 9홀 (주)삼라네트웍스

김천 애플밸리 C.C 조성사업 인허가 변경 및 준공등록 용역 9홀 (주)삼라네트웍스

용인 서리C.C (18홀) 실시설계인가 인허가 용역 18홀 ㈜서리씨씨

용인 서리C.C (18홀) 진입도로 실시계획인가 인허가 용역 18홀 ㈜서리씨씨

2013 시흥 월곶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설계 및 인허가 용역 27홀 (주)성담

2012 용인 써닝포인트 C.C 증설 9홀 입지 타당성 및 코스 레이아웃 용역 9홀 (주)에프엘씨

몽베르 컨트리클럽 병설 대중9홀 조성사업 인허가 및 설계용역 9홀 대유몽베르조합

가평힐마루 힐링센터 조성사업 인허가용역 18홀 명진건설산업㈜

힐드로사이 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증축에 따른 인허가 
도서작성용역

18홀 보림개발주식회사

2011 포천 힐마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인허가 관리업무 63홀 (주)동훈

오렌지 링스 설계·인허가 용역 (현 오렌지 듄스) 18홀 (주)오렌지링스

차곡골프장(18홀)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18홀 (주)자스타

금호아시아나 여주 골프장(18H) 인허가 및 설계용역 18홀 금호리조트㈜

가평 명진힐마루 C.C (18홀) 조성사업 인허가 용역 18홀 명진건설산업㈜

힐드로사이 컨트리클럽 등록전환에 따른 인허가 도서작성 27홀 보림개발주식회사

힐드로사이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준공 등록 도서작성 27홀 보림개발주식회사

경주골프장 조성사업 인허가 (변경)용역 27홀 보문개발㈜

여주 사곡골프장(18홀) 조성사업 인허가도서작성용역 18홀   ㈜페럼인프라

2010 힐드로사이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중 경미한 변경에 따른 
인허가업무

27홀 보림개발주식회사

울주 고암컨트리클럽 조성사업 공사완료 및 등록신청 도서작성 (현 
스타스콥)

9홀 ㈜고암개발

고양 컨트리클럽 설계용역 및 환경분야 용역 9홀 ㈜오렌지이엔지

2009 한신대 골프장(Par.3 9홀 및 골프 연습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 9홀 (주)삼현건설

음성 대흥 골프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 18홀 (주)자스타

2008 (체리파크) 골프장 18홀 인허가 및 설계용역 18홀 (주)체리파크리조트

건설공제조합 골프장 개발을 위한 인허가 및 설계용역 (현 세종필드) 9홀 건설공제조합

파주 덕천리 OO 골프장(27홀) 인허가 설계용역(청운C.C) 27홀 청운 컨트리클럽(주)

사업명 규모 발주처

2007 상떼힐 컨트리클럽 관리인숙소 신축공사를 
사업계획변경인가도서작성 및 변경등록 도서작성

18홀 (주)상떼힐

스타밸리 골프장(18홀) 인허가 및 설계용역 (현 더스타휴) 18홀 (주)한창산업개발

크리크밸리 컨트리클럽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및 설계용역(2차)(현 
힐드로사이)

18홀 보림개발주식회사

화성 정남C.C 인허가 및 설계용역 9홀 Par3 (현 라비돌) 9홀 봉담개발(주)

파주 J-퍼블릭 골프장 인허가 변경 외주계약 9홀 ㈜포스트메이트

홍천컨트리클럽 18홀 및 콘도 인허가 및 설계용역 18홀 홍천컨트리클럽

2006 피넘브라 골프장 조성사업 27홀 (주)비큐공영

GS레저타운 조성사업 인허가 및 설계 용역 (미조성) 18홀 (주)지에스레저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골프코스설계 시공기술검토 및 
대관업무지원 용역

36홀 현대건설(주)

2005 디아너스C.C 현황측량 및 인허가도서 작성  (블루원 The Honors) 18홀 (주)태영

파인밸리골프장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관광지조성계획변경 
인허가용역

18홀 동양메이저㈜

여주 신라골프장(27홀) 인허가 도서작성 27홀 삼공개발㈜

2004 나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변경 결정 용역 (현 해피니스) 27홀 남양개발(주)

중앙컨트리클럽 (27홀) 인허가 도서작성 27홀 ㈜중앙관광개발

2003 제주 우리들 웰니스 골프장(27홀) 인허가도서 작성 및 설계용역 27홀 (주)돈내코종합레저타운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지역 18홀 골프장 입지 타당성 검토용역 18홀 신일제약㈜

파인밸리C.C 등록사항 변경 도서작성 18홀 ㈜동양레저

파인밸리C.C 준공등록용 인허가도서작성용역 18홀 ㈜동양레저

시그너스 C.C (27홀) 인허가 도서작성 및 준공등록 업무일체 27홀 ㈜시그너스컨트리클럽

2002 경주C.C (A,B)코스 인허가 도면 작성 및 코스설계 용역(18홀) 18홀 보문개발㈜

인천국제공항유휴지 민간투자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SKY 72 63홀 임광토건㈜

2001 par3 실외골프연습장 조성운영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광주도시공사

부국골프장 및 스키장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 도서 작성용역 18홀 부국관광㈜

리베라C.C 사업계획 변경승인 도서 작성용역 36홀 ㈜관약

춘천 국제 스키리조트 기본설계 및 인허가   [강원 춘천] ㈜춘천국제리조트

용인프라자 C.C 그린개보수 및 주변 조형변경관련 설계 및 
감리용역

9홀 한화국토개발㈜

춘천한화골프장 건설공사 감리용역 (현 제이드팰리스) 18홀 한화국토개발㈜

2000 그린힐 C.C 대중 9홀 인허가 도서 및 실시설계 변경도서 작성용역 9홀 신안개발㈜

렉스필드C.C 사업계획변경 도서작성용역 27홀 웅진코웨이개발㈜

도투락 C.C 진입도로 사도설치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 27홀 ㈜도투락

Pine Valley 골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  [강원 삼척] 18홀 ㈜동양레저

초당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골프장 설계용역(18홀) (현 파인밸리) 18홀 ㈜동양레저

유명산 C.C 개보수에 따른 인허가도서작성 및 기술지도 18홀 ㈜청송



사업명 규모 발주처 사업명 규모 발주처

2010 경주 C.C 9홀 증설 조성사업 감리용역 9홀 보문개발㈜

2009 크리크밸리골프장 조성사업 감리용역(현 힐드로사이) 18홀 보림개발주식회사

2008 드래곤힐 C.C(18홀) 조성공사 감리용역 18홀 (주)드래곤힐

아시아나 컨트리클럽(위해) 공사관리 및 조형 용역  2008년(현 
웨이하이포인트)

18홀 금호한아고이부구락부

동,서코스 18홀 카트도로개설공사 자문용역 18홀 오라관광(주) 오라칸트리클럽

재해용저류지(빗물이용시설)조성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18홀 오라관광(주) 오라칸트리클럽

(울주)고암 C.C 건설공사 감리용역 (현 스타스콥) 9홀 ㈜고암개발

2007 아시아나 컨트리클럽(위해) 공사관리 및 조형 용역 (현 
웨이하이포인트)

18홀 금호한아고이부구락부

2006 골든비치 골프리조트 골프코스 실시설계 변경 및 감리용역(27홀) 27홀 (주)새서울레저

상주 오렌지C.C 골프장 조성공사 감리용역 (현 블루원 상주 
골프리조트)

18홀 ㈜오렌지이엔지

2005 경주 컨트리클럽 9홀 증설공사 감리 9홀 보문개발㈜

2004 상떼힐 C.C (18홀)인허가 설계 및 감리용역 (현 SG골프 클럽) 18홀 (주)상떼힐

북경 가성골프장(36홀) 설계 및 감리용역 36홀 (주)중진씨앤아이

2003 보문태영 컨트리클럽(27홀)건설감리용역  (블루원 the honors) 27홀 (주)태영

2002 비발디파크 회원제골프장 (18홀) 토목,코스공사 감리용역 18홀 (주)대명레저산업

카트로(티,벙커,연못)공사 감리용역   [제주 오라] 18홀 오라관광㈜

2001 CAMP WALKER GOLF COURSE  [대구] 9홀 TOMAS J, Davis

성남G.C 코스 기본계획 및 설계 감리용역 18홀 삼성물산㈜

OAK VALLEY PUBLIC GOLF 추가 9홀 설계 및 감리  [강원 원주] 9홀 한솔개발㈜

2000 유명산 컨트리클럽 자문감리 (기술지도)용역 18홀 (주)청송

남강C.C 9홀 증설공사 감리용역 (현 시그너스) 9홀 ㈜남강컨트리클럽

1999 이글스네스트 골프코스(27홀)조성공사 감리용역 27홀 ㈜임골프코스디자인기술사

Oak Valley Public Golf 장 감리용역 9홀 한솔개발㈜

1998 휘닉스파크 골프클럽 회원제 및 퍼블릭 책임감리 27홀 (주)보광휘닉스파크

나다C.C 감리용역 18홀 ㈜임골프코스디자인기술사

안성세븐힐스 G.C 조성공사 감리용역 18홀 무진개발㈜

이글스네스트 골프코스(27홀) 조성공사 감리용역(현 가평베네스트) 27홀 무진개발㈜

1997 Pine Creek C.C (27홀) 조성공사 감리용역  [경기 안성] 27홀 ㈜동양레저

파인크리크 C.C  감리용역  [경기 안성] 27홀 ㈜동양레저

1996 나다C.C 북코스(18홀)조성공사 감리용역
(구 세븐힐스 /현 안성베네스트)

18홀 나다 레저개발㈜

이글레스트 골프코스(27홀) 조성공사 감리용역
(현 가평베네스트 C.C)

27홀 무진개발㈜

동부산 C.C A2 저수지 설계 및 감리 [경남 양산] 27홀 ㈜동부산C.C/대한공영

휘닉스파크 골프장 댐축조공사 감리용역 18홀 ㈜보림환경개발

※ 상기실적 외 22건 실적보유

1999 남이섬 C.C 9홀 사업승인 신청도서 작성 9홀 경춘관광개발㈜

도투락C.C 실시설계 및 인허가 도서작성용역  [경북 경주] 27홀 ㈜도투락 경주지점

PINE CREEK C.C 인허가 도서작성 용역(27홀) 27홀 ㈜동양레저

1998 ENC 실시설계 및 인허가 도서작성용역 18홀 (주)임골프코스다지인기술사

광릉 C.C 퍼블릭코스(6홀) 설계 및 인허가용역 6홀 광릉레저개발㈜

제주대상C.C인허가업무용역(27홀) (현 타미우스) 27홀 대상㈜

광릉 C.C 퍼블릭코스(6홀) 설계 및 인허가용역 6홀 ㈜임골프코스디자인기술사

중앙 C.C 회원제 9홀 조성설계 및 인허가도서 작성용역 (현 애머슨) 9홀 중앙관광개발㈜

1997 양성 C.C 코스(18홀) 기본설계 및 인허가자료 작성용역 18홀 (주)동양레저

신안일반대중 골프장 인허가 도서작성 및 코스설계 용역 9홀 신안개발㈜

제주 신안 C.C 인허가도서 작성 및 코스설계 용역  [북제주] 27홀 신안관광개발(주)

안성신안C.C 사업변경도서 및 준공도서 작성용역 18홀 신안리조트㈜

1996 광릉 C.C 퍼블릭코스(6홀) 설계 및 인허가용역  [경기 남양주] 18홀 광릉레저개발㈜

남강 C.C 9홀 증설 코스레이아웃 및 인허가 도서작성용역 
(현 시그너스)

9홀 ㈜남강컨트리클럽

설악마운틴C.C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도서작성용역(9홀) 9홀 ㈜남강컨트리클럽

도투락 C.C 실시설계 및 인허가도서 작성용역 27홀 ㈜도투락

Pine Creek C.C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 안성] 27홀 ㈜동양레저

안양 C.C 개조 기본설계 및 형질변경 신청도서 작성 (안양베네스트) 18홀 중앙개발㈜

※ 상기실적 외 13건 실적보유



사업명 규모 발주처

춘천 국제 스키리조트 기본설계 및 인허가   [강원 춘천] ㈜춘천국제리조트

수안보 스키장 타당성검토 및 기본설계   [충북 충주] ㈜사조리조트

진부령 스키장 타당성검토 및 기본설계   [강원 고성] 한국일보사

지리산 스키장 타당성검토 및 기본설계   [전북 남원] 건설부

보광휘닉스파크 스키장 기본계획   [강원 평창] ㈜보광

제주 한라산 국립공원내 스키장 기본계획   [제주 북제주군] 건설부

곤지암 그린힐 리조트타운 스키장 타당성 검토   [경기 광주] 곤지암 그린힐

천만 스키리조트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충북 진천] 천만산업㈜

양주 스키장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경기도 양주 발랑] ㈜프라자주택



 미래를 주도하는 열정의 힘

창조적인 기술진이 만들어 낸 도전의 역사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접목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렌지는 아름다운 공간이 사람들에게 웃음과 

평화를 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언제나 고객의 행복을 위한 앞선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