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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t 
Value-Creation 
Eco-Friendly
Responsible
Young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고객만족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 창출
친환경 경영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확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목표 달성
젊은 감각과 정직한 서비스로 새로운 건설문화 주도

MISSION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이명이앤씨 건축사사무소 등록
•건축감리전문회사 등록

•서울사무소 개소

•자본증자 5억원
•종합 감리업 등록
•해외플랜트 설계사업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등록 (건축기계설비, 건축구조, 조경, 정보통신)
•전력 종합감리업 등록, 일반 소방감리업 등록
•모범납세자 표창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등록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토목구조, 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수자원개발)
•INNOBIZ인증 등록
•모범중소기업인 표창

•해외건설업 등록
•ISO 9001, 14001인증
•모범중소기업인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병무특례지정업체 선정
•한국 경영혁신 우수기업 선정
•한국전력기술 (KEPCO) 협력업체 등록

•㈜대우건설 협력업체 등록
•서울사무소 확장이전
•대통령 표창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등록 
•GS건설㈜ 협력업체 등록
•롯데건설㈜ 협력업체 등록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시작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 교량터널) 등록
•현대건설㈜ 협력업체 등록

•전문소방설계업, 일반측량업 등록
•㈜SK건설,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등록
•대구광역시 건축대상 수상
   (대구야구장 건립공사 설계, 대구은행 제2본점 신축공사 설계)

•자본증자 10억원
•2017 대한민국 경영대상 수상
•시설물유지관리 전문기관 등록

•㈜한섬 건축사사무소 인수 합병
•삼성엔지니어링㈜ 협력업체 등록
•한국전력기술 (KEPCO) 협력업체 등록 (원자력 분야)

•2019 대한민국 산업대상 수상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상)
•㈜포스코 건설 (발전 / 화공분야) 협력업체 등록

HISTORY

ORGANNIZATION

대표이사

자문위원회

기업부설연구소

전략기획사업본부

설계사업본부

CM사업본부

건설사업본부

개발사업본부

경영지원사업본부
•업부무
•관리지원부

•국내개발부
•해외개발부

•안전진단부
•시설물유지관리부
•인테리어사업부

•건축감리부
•토목감리부
•전기· 통신·소방감리부

•건축설계
•건축구조
•토목설계
•토목구조
•조경설계
•기계 · 전기설계
•엔지니어링

•기획부
•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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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야구장 건립공사

TOTAL ARCHITECTURE 
종합설계

(주)이명E&C는 기획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프로젝트의 각 설계 단계에 맞는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시설, 문화시설, 주거시설, 의료시설, 교통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그리고 복합시설에 이르기 까지 이명은 축적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프로젝트의 숨어있는 가능성을 찾아내어 고객의 니즈를 만족 할 수 

있는 최상의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에게 보다 전문화된 디자

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단지건물을 디자인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삶과 비전을 디자인한다는 생각으로 고객의 꿈을 실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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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ARCHITECTURE│

롯데칠성 맥주2공장 신축공사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공사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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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대학교 휴먼케어센터 현상설계경상북도 교육청 청사 건립공사

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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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Data 사옥 신축공사잠수의무지원센터 / 종합시운전실 신축공사

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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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유아교육 진흥원 신축공사 도레이 첨단소재 연구시설 건립공사

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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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융합기술지원센터 신축공사 경북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립 공사

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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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이공대 창업보육센터 현상설계

California Wow 휘트니스센터 신축공사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신축공사 OO자동차전시장 신축공사

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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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한방 웰빙센터 현상설계

디자인 리뉴얼 센터 현상설계

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ARCHITECTURE│

울진 건강보험공단 신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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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 센터 현상설계

낙동강살리기(30공구) 조성사업 관리동 신축공사

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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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ARCHITECTURE│

작 품 명 년 도 연 면 적(㎡) 발 주 처
범어동 센트빌 주상복합 신축공사 2019 - 주식회사 담

대구국가산업단지 (주)문창 OO공장 신축공사 2019 - 주식회사 문창

국립 현대미술관 과천관 노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 2018 - 문화체육부 국립현대미술관

고정식양방향 컨테이너 검색기 신축공사 2018 - 관세청

대구교육박물관 컨테이너 활용 복합구조물 기본 및 실시설계 2018 -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교육박물관

케어젠 화성 전곡 펩타이드합성 GMP공장 신축 설계 2017 3,650 ㈜성도이엔지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건축 설계 2017 11,240 경기도청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건설1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2017 -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대구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2016 130,549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대구 동인동 주상복합빌딩 신축설계 (턴키) 2016 - ㈜하우스플랜

계명대학교 체육대학 및 체육관 환경개선 설계 2016 11,529 계명대학교

원불교 원남동 교당 신축공사 설계 2016 5,000 원불교 원남교당

양평 치유의 숲 조성 신축공사 2015 - 양평군 산림경영사업소

포천 집단에너지시설 신축공사 2015 - 한국전력기술(주)

중량물 재생센터 생활체육시설 신축공사 2015 - 중량물재생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구 2,3구간 신축공사 2015 150,000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선 (상일~검단산) 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2015 - GS건설

롯데칠성 맥주2공장 신축공사 설계 2014 27,830 롯데칠성음료㈜

대구도시철도 1호선 승강장안전문 (FSD) 부대시설공사 2014 - 대구도시철도공사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 신축공사 2014 6,230 단양군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신축공사 2014 8,894 달성자원회수시설

SW융합기술지원센터 신축공사 2014 9,305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영남천연가스발전소 신축공사 2014 - 한국남부발전

Tech Data 사옥 신축공사 2013 4,296 Tech Data

대구은행 제2본점 신축공사 2013 37,242 대구은행

오토캠핑장 조성공사 2013 4,770 대구광역시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동서문화관 환경개선공사 2013 2,063 계명대학교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13 18,500 대구광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출장소 사옥 건립공사 신축설계 2013 1,034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 현상설계 2013 10,329 대구광역시 북구청

경북교육청 건립공사 턴키설계 2012 21,150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턴키설계 2012 28,360 STX건설주식회사

대구 야구장 턴키설계 2012 45,000 대구광역시

작 품 명 년 도 연 면 적(㎡) 발 주 처
동대구역 광장조성 현상설계 2012 - -

수성대학교 휴먼케어센터 현상설계 2012 10,449 수성대학교

도레이 첨단소재 연구시설 신축공사 2012 19,850 도레이 첨단 소재(주)

11-진 잠수의무지원센터 / 종합시운전실 신축공사 2012 3,822 해군중앙경리단

구미 옥계동 주차전용 건출물 신축공사 2012 5,741 (주)경북프라자 박희수

경산 진량 K&C 신축공사 2012 7,965 (주)케이앤씨

울릉도 일주도로 관리휴계통합시설 2011 6,019 현대건설(주)

자동차전시장 신축공사 2011 1,957 (주)미래

영남대학교 암센터 증축공사 2011 5,460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성체칠리아관 리모델링 2010 6,500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 유아교육 진흥원 2010 3,458 대구광역시 교육청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진료센터 증축 2010 4,950 전남대학교 병원

10-10 공구 정비 및 보급시설 설계 2010 - 육군 제2작전사령부

(주)에스알엔아이솔라 신축공사 2009 6,760 (주)세미머티리얼즈

안산 경인 정밀공장 신축공사 2009 5,063 경인정밀

차세대 융 ·복합 연구센터 건립공사 2009 5,0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병원 제 5동 외장리모델링 공사 2009 17,277 경북대학교병원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경기장 설계 2008 152,652 2011 세계육상대회 조직위원회

(주)삼성 스틸공장 증축공사 2008 4,748 (주)삼성스틸

YMP공장 신축공사 2008 4,800 (주)와이엠피

동성로 트윈빌딩 신축공사 2008 9,012 (주)다인

(주)지엔텍홀딩스 포항공장 신축공사 2008 6,578 (주)지엔텍홀딩스

경구중고등학교 신축공사 2007 18,039 (주)다동

윤성3차 아파트 리모델링공사 2007 42,487 윤성 3차 입주자대표회

경산 중산지구 아파트 기본계획 2007 29,000 (주)한우리

포항 산업과학기술연구원 제6실험동 건축설계 2007 10,670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율하 1중학교 신축 기본설계 2007 9,947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

울산 구영빌딩 신축공사 2006 4,956 최동림

곽병원 어르신 마을 신축공사 2006 2,889 윤경재단

대급 군막사 신축공사 2005 2,675 국방부

구미 도량동 주차빌딩 신축공사 2005 6,619 박정일

포항공대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2005 120,000 포항공대

(주)대한테크 신축공장 2005 5,653 (주)대한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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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ulture valley A6 블럭 신축공사

TOTAL SUPERVISION 
감리 / C.M

건설사업관리(C.M) · 전면책임감리 · 부분책임감리
기술용역 자문관리 · 설계변경 및 현장 기술자문

(주)이명E&C는 축적된 다양한 실적 및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축적된 기술력과 지

속적으로 구축해온 선진 감리기법을 감리수행 전 과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설

사업관리(C.M) 및 책임감리, 기술 자문감리,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품

질, 안전관리는 물론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및 운영단계에서 선진화된 기술

을 도입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중심의 서비스와 기술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있

습니다.

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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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강동문화센터 건립공사 

구미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건설공사

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SUPERVISION│

위례신도시 업무 26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대구 옥포 C-3BL 대성베르힐 공동주택 신축공사

포레시아 교육연구시설 건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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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 복합 환승센터 건설사업관리

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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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이다음 아파트 신축공사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 신축공사

대구도시철도 3호선 4구간 전면책임감리

미래디자인센터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

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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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제2본점 건설사업관리(C.M)

안심 공공도서관 신축공사

기업은행 기흥연수원 건설사업관리

거제시 상동동 아파트 신축공사

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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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칼라스퀘어 신축공사

EBS 디지털통합사옥건립 건설사업관리(C.M)

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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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대학교 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 

공동주택 인천서구 오류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도림교회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

통합의료센터 신축공사

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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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SK리더스 뷰 신축공사

달서구복합청사 신축공사 다사동부초등학교 신축공사

성서소방서 신축공사

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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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SUPERVISION│

작 품 명 년 도 연 면 적 (㎡) 발 주 처
합천 선우아파트 신축공사 2012 5,300 에스더블유주택산업(주)

만덕 스카이 아파트 신축공사 2012 5,490 만적종합건설(주)

거제시 상동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012 64,776 대경주택(주)

진량 K&C 공장 신축공사 2012 7,965 케이엔씨

대구텍스타일컴플렉스 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 2012 48,340 대구건설관리본부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모아엘가아파트 신축공사 2011 73,926 (주)모아주택산업

용인, 성남, 관사 및 병영시설 및 BTL사업 신축공사 2011 78,085 국방부

동구미 E-MART 신축공사 2011 23,310 (주)신세계

퀸즈랜드 메디컬빌딩 신축공사 2011 9,099 퀸즈랜드메디컬

통합의료 치료연구센터 신축공사 2011 9,454 통합의료진흥원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신축공사 2011 10,575 계명대학교

슈퍼섬유 융합센터 신축공사 2011 6,500 한국섬유연구개발원

파주병영시설 BTL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2011 88,508 국방부

모바일 융합센터 증축공사 2011 3,747 대구 테크노 모바일융합센터

썬플라워호텔 신축공사 2011 6,202 (주)썬플라워 호텔

안심도서관 건립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10 2,387 대구광역시 동구

(주)DBS방송국 신사옥 신축공사 2010 13,859 (주)디비에스

가산동 디큐브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2010 159,267 가산브이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

소프트웨어 벤처타운 신축공사 2010 14,694 (주)소프트웨어벤처타워

칼라스퀘어 신축공사 2009 48,868 (주)칼라스퀘어

서문시장2지구 시장정비사업 2009 29,380 서문시장 2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

대덕문화전당 시설물공사 2009 6,701 대구시 남구청

대구대 향토생활관 공사 2009 15,431 대구대학교

아주대학교 종합관 신축공사 2009 25,757 아주대학교

구미 옥계 복합상가 신축공사 2009 8,864 박철용

삼승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008 31,321 삼승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전면책임감리 2007 153,691 미래세움(주)

칠성교외 7교 신·개축 및 체육관 증축 BTL 책임감리 2007 55,719 백년약속(주)

전주하가지구 5B / L 휴먼빌 신축공사 2007 48,826 일신건영(주)

태평아파트 주택 재건축공사 2007 62,366 태평아파트주택조합

이천 중앙시장 주상복합 신축공사 2006 52,938 (주)보성산업개발

경상북도 봉곡초등학교 외 3교 신축공사 책임감리 2006 40,276 (주)학교와 미래

강북중앙병원 신축공사 2006 6,361 (주)강북중앙병원

범물 영남타운 열병합발전 시설공사 2006 63,715 범물영남타운

동보 자연뜰 아파트 신축공사 2006 30,995 동보주택건설

신천 삼환 나우빌 주상복합 신축공사 2006 30,438 삼환기업

대구 동성로센트럴 - M 신축공사 2005 11,572 (주)일건씨앤디

작 품 명 년 도 연 면 적 (㎡) 발 주 처
화성 반정 롯데캐슬 2블록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2019 100,857 ㈜대산플러스

수성의료지구 복합문화시설 신축공사 (C.M) 용역 2019 69,117 주식회사 알파수성

반포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019 18,750 반포현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성남 판교대장지구 A3블럭 주택건설공사 2019 38,410 성남시

대구CBS 연주소 리모델링 공사 건설사업관리 (C.M) 용역 2018 2,393 (재)대구씨비에스

11비 전력설비 개선 건축감리용역 2018 - 공군제11전투비행단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2캠퍼스 N/W 대형챔버실 구축공사 감리용역 2017 - 삼성전자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강동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2017 1,195 울산광역시 북구청

구미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BTO) 건설공사 감리용역 2017 - 구미그린워터(주)

롯데케미칼 LMP-Project 건축감리 2017 5,626 ㈜롯데케미칼

K-Culture Valley A6블럭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16 76,523 케이밸리 주식회사

대구옥포C-3BL 대성베르힐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용역 2016 61,558 대성베르힐건설㈜

포레시아 교육연구시설 건립공사 감리용역 2016 16,530 포레시아 배기컨트롤시스템(주)

달성군민 체육관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2016 6,029 대구광역시 달성군

S-OIL RUC Project 건설사업관리 (C.M) 용역 2015 - 에쓰-오일 주식회사

위례신도시 업무26블럭 오피스텔 신축공사 (C.M) 형 감리용역 2015 122,156 건원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태전5지구 6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용역 2015 67,092 (주)현대건설

수원 영통 라온프라이빗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 2015 45,327 라온프라이빗

낙동정맥 역사문화 산수길 조성건설사업 관리용역 2015 - 중랑물재생센터

영주시 체류형 농업지원센터 건립공사 책임감리 2014 29,900 경상북도 영주시

만촌 신동아파밀리아 신축공사 감리용역 2014 13,820 (주)군 월드

대구 수창동 센트럴자이 주상복합 신축공사 감리용역 2014 43,842 (주)GS건설

테크노폴리스 화성파크드림 신축공사 2014 87,103 화성산업(주)

신라불교문화초전기 (C.M) 용역 2014 - 경상북도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C.M) 용역 2014 - 경상북도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건설사업관리 (C.M) 용역 2014 - 경상북도 구미시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시공감리용역 2014 296,841 (주)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대구은행 제2본점 건설사업간리 (C.M) 용역 2014 37,242 대구은행

성서소방서 건립공사 감리용역 2013 5,667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군산 조촌동 에코리움아파트 신축공사 2013 5,797 (주)미르건설

완도 군내리 진아리채아파트 신축공사 2013 14,725 (주)비하이브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감리용역 2013 5,904 대구광역시건설본부

평택 청북지구 B8블럭 유승한내들 긴축공사 2013 57,253 (주)유승종합건설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감리용역 2013 13,981 대구가톨릭대학교

미래디자인센터 건설사업관리 (C.M) 용역 2013 6,311 한국디자인진흥원

서한 이다음 아파트 신축공사 2013 70,845 (주)서한

김제 신풍동 거봉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2012 5,610 (주)거봉건설

보은 이평리 리치빌 아파트 신축공사 2012 7,444 예지산업개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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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신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RAILWAY & ENGINEERING 
철도 &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 조경 · 교통 · 구조 ( 건축, 토목 ) · 도로 및 공항 · 철도
건축구조 · 토질 및 기초 · 정보통신 ·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 설비

(주)이명E&C는 다양한 엔지니어링설계 수행 실적을 바탕으로 풍부한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여 철도, 도로, 공항, 단지, 상하수도, 수자원, 조경 등의 종합엔지

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조물의 안전성, 경제성, 자연 친화적인 미관을 

고려한 설계로 끊임없는 개발을 통해 창의적이고 쾌적한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RAILWAY &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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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RAILWAY &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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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RAILWAY & ENGINEERING│

동대구 광장조성 사업

대구 남구 삼각네거리 조형물 설치

Media Art  조형물 설계 및 제작 부천 옥길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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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RAILWAY & ENGINEERING│

4대강 살리기 낙동강 30공구 구미보 전망대

앞산 남구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봉무공원 현수교 조성공사

적도기니  미꼬메셍시 공원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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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RAILWAY & ENGINEERING│

4대강 살리기 낙동강 22공구

세인트 웨스턴 골프장 조성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공사  H2 정거장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공사  H1 정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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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설계 서해선 복선전철 남양역 현상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105정거장

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RAILWAY & ENGINEERING│



58 59

이천~문경 철도건설 313역사 신축 현상설계

네팔 고속철도 이나루와~카카르브히타 구간실시설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2구간 실시설계

인천공항철도 청라역 현상설계

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RAILWAY &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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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RAILWAY & ENGINEERING│

작 품 명 년 도 공사종류 발 주 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기본 및 실시설계(4공구) 2019 운수시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

분당선 야탑역 외 6개역 승강설비 및 홈대합실(2개역) 설치공사 실시설계 2019 운수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단계 건설 2019 운수시설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6공구 건설공사 - 설계시공 일괄 입찰 설계 2019 운수시설 포스코건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설계 2019 운수시설 ㈜태조엔지니어링

평택 에코센터 조성공사 2018 단지설계 한솔이엠이 주식회사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 스프링쿨러 설치 설계 2018 설비설계 공군제11전투비행단

쿠웨이트 신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2018 단지설계 공항공사

쿠웨이트 공항철도 설계 2018 운수시설 공항공사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제안 설계 2018 운수시설 현대건설㈜, 도화엔지니어링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 빠레빠레 철도사업 제안 설계 2018 운수시설 인도네시아 교통부

호남선(가수원-논산) 계량사업 민간투자사업 설계용역 (건축분야) 2018 운수시설 ㈜삼보기술단, ㈜선구엔지니어링

광주도시철도2호선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토목 / 건축 2공구) 2018 운수시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시설본부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환기방식 변경설계 용역 2018 운수시설 ㈜유신

오패산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 설계 2017 조경설계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당재~세천지구간 도로건설 실시설계용역 2017 운수시설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건축PM) 2017 운수시설 ㈜동명기술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 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2017 운수시설 ㈜씨엘

도시철도 시설물의 효율증대를 위한 정거장 및 기능실 최적화 용역 2017 운수시설 ㈜유신

서울지하철 대림, 구로디지털단지역 정화조공사 실시설계 2017 운수시설 서울메트로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2016 조경설계 ㈜유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5공구 노반 (건축,전력,통신) 기본 및 실시설계 2016 운수시설 서울특별시

포) 3FINEX 배가스 에너지 회수 및 함철 부산물 재활용 건축 1차공사 2016 산업시설 (주) 포스코 본사

동대구역 횡당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2016 토목설계 대구광역시 동구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5공구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 2016 운수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

의흥 대추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 2015 조경설계 군위군청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2015 조경설계 평택시청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2015 조경설계 전주시청

베트남 호치민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 2015 운수시설 MAUR

도시철도 양산선 (노포 ~북정) 3공구 건설공사 일괄입찰 실시설계 2015 운수시설 고려개발㈜ / 부산교통공사

별내선 (8호선연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015 운수시설 서울특별시

평창동계올림픽지원 기존선고석화 노반 및 건축실시설계 2015 운수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2015 운수시설 대구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황새고향서식지 환경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2014 조경설계 충청남도 예산군

강일교회 신축공사 조경설계 2014 조경설계 강일교회

금오산어드벤쳐 레포츠단지 조성산업 실시설계 2014 단지설계 하동군청

용산역 전면 제2구역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및 광장부지 지하개발 설계용역

세종시 환승공영주차장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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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명 년 도 공사종류 발 주 처
김천시 어모면 옥계리 전원마을 조성공사 2011 단지설계 한국소프트웨어 개발업협동조합

국도31호선 서천5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정비공사 설계 2011 도로 및 공항 경북종합건설사업소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 실시설계 2011 단지설계 경상북도 상주시

이전도로 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2011 도로 및 공항 경북종합건설사업소

안동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설계기술용역 2011 조경설계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행정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건설공사 (2구간) 일괄입찰설계 2011 운수시설 ㈜진우엔지니이어링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중 건축설계 2011 운수시설 ㈜유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설계 2011 운수시설 현대산업개발㈜

예다움 지열 냉난방 구조개선 설계 2010 설비설계 예다움

가창댐 수변공간 조성 기본계획 실시 설계 2010 조경설계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용지봉 등산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2010 단지설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1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 / 건축분야설계 2010 운수시설 ㈜대우엔지니어링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 중 정거장 계획 2010 운수시설 ㈜유신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1공구 건설공사 턴키설계 건축분야설계 2010 운수시설 ㈜대우엔지니어링

동북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자 경재 사업계획서 작성용역 2010 운수시설 ㈜청석엔지니어링

서울지하철 9호선 918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중 건축분야 2010 운수시설 ㈜청석엔지니어링

구미 문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2009 단지설계 구미시청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7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건축분야설계 2009 운수시설 ㈜대우엔지니 어링

부산지하철1호선 연장(다대구간) 1공구 입찰(실시)설계 건축분야 실시설계 2009 운수시설 ㈜신성엔지니어링

인천도시철도 209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009 운수시설 ㈜수성엔지니어링

인천지하철 2호선 207공구 건설공사 기본설계 2009 운수시설 ㈜대우엔지니어링

대구지하철3호선 5공구 (달성로구간) 건설공사 대안설계 2009 운수시설 ㈜일신하이텍

부산지하철 1호선연장 (다대구간) 1공구 건설공사 2009 운수시설 ㈜신성엔지니어링

동해남부선 (부산~ 울산) 복선전철 2공구 건설공사 정거장 공사 2008 운수시설 ㈜청석엔지니어링

서울지하철9호선 2단계 건설공사 (915공구) 설계 시공일괄 
입찰용역중 건축설계부분 (2개역) 2007 운수시설 ㈜유신 코퍼레이션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2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 2007 운수시설 ㈜청석엔지니어링

지하철2호선 왕십리역등 2개역 냉방신설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건축분야) 2007 운수시설 서울메트로

DHL INCHEON HUB. SEOUL (실시설계) 2007 운수시설 PB KOREA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1공구 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 2006 운수시설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과천선선바위역 승강설비설치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06 운수시설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 2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 
대안설계 중 정거장 건축설계 2005 운수시설 ㈜청석엔지니어링

전주시 경전철 기본설계용역 (정거장, 차량기지) 2005 운수시설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지하철 1호선 동묘앞 정거장 건설공사 중 건축변경 실시설계용역 2005 운수시설 ㈜대우건설

작 품 명 년 도 공사종류 발 주 처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설계 중 건축 및 조경설계 2014 조경설계 달성자원회수시설

백암숲체험교육장조성 관련 자연휴양림 기본 및 실시설계 2014 단지설계 울진군청

예천읍 맛고을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14 도로 및 공항 예천군청

진도자연휴양림 실시설계용역 2014 단지설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칠성시장주변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2014 환경설계 대구광역시

양평치유의 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14 단지설계 양평군 산림경영사업소

지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2014 단지설계 경상북도 칠곡군

분당선 선릉역외3개소 승강설비 설치 실시설계 2014 운수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

Detail Survey and Design of Electnified Railway Line for 
Simara-Tamasariya Sector of Mechi-Mahakali Railway 2014 운수시설 수성엔지니어링

동해남부선(부산 ~ 울산) 복선전철 2공구 건설공사 (역사규모축소 설계용역) 2014 운수시설 대림산업㈜ /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도시철도 사상 ~ 하단선5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 (건축설계) 2014 운수시설 ㈜서영엔지니어링 / 부산교통공사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5공구 2단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014 운수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

쌍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2013 단지설계 ㈜다산컨설탄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 변경 2013 단지설계 STX건설

오토캠핑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2013 단지설계 대구광역시

부산도시철도 사상 ~ 하단선5공구 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 (건축설계) 2013 운수시설 ㈜다산컨설탄트

Detail Survey   and Design of Electnified Railway Line for  
Tamasariya-Butwai Sector of Mechi-Mahakali Railway and 
Butwai-bhairahawa(Lumbini) Link

2013 운수시설 도화엔지니어링

김포도시철도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기본설계 및 직접경비 용역 2013 운수시설 ㈜한화건설

성남~여주 복선전철 변전건물 신축설계 2013 운수시설 경상북도 고령군

5호선 마곡역 출입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013 공동주택 STX건설

Development Plan for Baku Metropolitan (Blue Line) 2013 운수시설 Saman Corp.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재검토 (건축) 2013 운수시설 ㈜서현기술단/국토교통부

영남이공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교육시설 환경개선공사 2012 교육시설 영남이공대학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12 단지설계 대구광역시 서구청

가창교 - 경북 청도군 경계간 자전거길 개설공사 실시설계 2012 도로 및 공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고산권도서관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2012 도시계획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평택 지제 - 세교 지구 도시개발사업 2012 단지설계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적도기니 미꼬메셍시 공원조성공사 2012 조경설계 Equatorial Guinea

SH공사 소형주택 상품 및 커뮤니티시설 개선계획 수립용역 2012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지하철 1 ~4호선 지하역사 피난시간 검토 및 시설개선 기본계획용역 2012 운수시설 서울메트로

저심도 철도 건축구조물 최적화 설계용역 2012 운수시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Detail Survey and Design of Electrified Railway Line 
Simara-Bardibas Section of Mechi-Mahakali 2012 운수시설 건화 E&C

블루원 상주 골프리조트 구역확장에 따른 변경용역 2011 도시계획 태영레저

도시관리계획 (GB해제) 변경결정용역 2011 도시계획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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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플랜트

발전플랜트 · 정유 및 화학플랜트 · 환경플랜트 · 산업플랜트 ·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계획 · 상하수도

설계 및 시공감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신

뢰를 기반으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태평양 등 전 지

구촌으로 활동 무대를 넓혀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이명E&C는 축

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이

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PLANT│

KNPC Clean Fue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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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PLANT│

Kuwait Al-Zour LNG Import Project (KLNG)

Melaka Refinery Diesel Euro 5 Project

Lotte Chemical LMP-Project Construction Supervision

S-OIL RUC Project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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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PLANT│

Tore Project

Jazan Refinery ProjectKandym Gas Plant Project

Shuqaiq Steam Power Plant Punta del Tigre CCPP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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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PLANT│

제주 LNG복합 건설사업 건축분야 설계 

UAE Mirfa 1,600mw IWPP

Jeddah Thermal Power Plant (IKAN) Balikpapan Refiner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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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PLANT│

경산 진량K&C공장 신축공사SK하이닉스 M14 Ph-1 FAB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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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CTIVITIES & SERVICES │PLANT│

작 품 명 년 도 공사종류 발 주 처
Jeddah South Thermal Power Plant 2013 발전시설 Saudi Arabia

Jazan Refinery & Terminal Project 2013 화학 및 정유시설 Saudi Arabia

T-LAB Project 2012 화학 및 정유시설 Thailand

CA / EDC / VCM Project 2012 화학 및 정유시설 Vietnam

The Turkmenbashi Complex of Oil Ref 2012 화학 및 정유시설 Turkmenishtan

KNPC SHFP Project 2012 발전시설 Kuwait

Mongolia CHP-5 2012 발전시설 Mongolia

Rehobilitation of Texfile Plant (Phase 3) 2012 화학 및 정유시설 Angola

Laffan Refinery Phase2 Project 2012 화학 및 정유시설 Qatar

RHI Integrated Steelworks Project 2012 토목 및 제철시설 Saudi Arabia

Jazan Refinery - PKG 12 2012 화학 및 정유시설 Saudi Arabia

Jazan Refinery - PKG 10 2012 화학 및 정유시설 Saudi Arabia

Brazil CSP Project 2012 토목 및 제철시설 Brazil

KOC Plpeline Project 2012 화학 및 정유시설 Kuwait

Saltic FZCO Caustic Soda & Ethylene Dichloride Project 2012 화학 및 정유시설 Oman

Bongladesh Comperssor Station Project 2012 화학 및 정유시설 Bangladesh

Saudi Arabia SEP Project - PBR / EPDM Plant 2012 화학 및 정유시설 Saudi Arabia

Carbon Black Facility, Saudi Elastomers Project 2012 화학 및 정유시설 Saudi Arabia

Algeria BMS FIELD DEVELOPMENT RPOJECT 2012 화학 및 정유시설 Algeria

Musandam Gas Plant Project 2011 화학 및 정유시설  Oman

Takreer Carbon Black Project 2011 화학 및 정유시설  UAE

Senoro Gas Development 2011 화학 및 정유시설  Indonesia

Makori GPF Project 2011 화학 및 정유시설  Pakistan

RTIP EOD Project 2011 화학 및 정유시설  Saudi Arabia

Makori GPF Project 2011 화학 및 정유시설  Pakistan

PTA / PET Project 2011 화학 및 정유시설  Oman

GR4 Gas Compressor Station Project 2011 화학 및 정유시설  Algeria

Saudi RTIP EOD Project 2011 화학 및 정유시설  Saudi Arabia

CILACAP RFCC 2010 화학 및 정유시설  Indonesia

Banyu Ruip Project 2010 화학 및 정유시설  Indonesia

IR Development GOSP EPCC Project 2010 화학 및 정유시설  Libya

Turkmenistan GDP Project 2010 화학 및 정유시설  Turkmenistan

Pakistan New Bong Escape Project 2010 발전시설  Pakistan

Pattaya Monorail Project Phase 1 2010 화학 및 정유시설  Thailand

BRS Field Development Project 2010 화학 및 정유시설  Algerid

UAE Hamriyah Oil Terminal Project 2010 화학 및 정유시설  UAE

Algeria Algiers Refinery 2009 화학 및 정유시설  Algerid

Habshan-5 Utilities & Offsites 2009 화학 및 정유시설  UAE

Khabat T. P.P.Project 2009 화학 및 정유시설  Iraq

작 품 명 년 도 공사종류 발 주 처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for Refinery Development 
Master Plan(RDMP) RU V Balikpapan 2019 화학 및 정유시설 PT. Pertamina(HEC)

Saudi Aramco Marjan Increment Program 2019 화학 및 정유시설 Saudi Aramco

Posco Argentina Salta, PosLX CO phase process new design 2019 화학 및 정유시설 Argentina

Vietnam Thi Vai LNG Terminal Project 2019 화학 및 정유시설 PVGAS+VinaTex+Tokyo Gas

Samgori South Dome Underground Gas Storage Project 2019 화학 및 정유시설 Georgia Government

Thailand IRPC Project 2019 화학 및 정유시설 IRPC

Jeju LNG Complex Construction Project 2019 발전 시설 한국전력기술㈜

Azerbaijan SOCAR GPC 2018 화학 및 정유시설 SOCAR GPC LLC

yangsanmulgeum Cogeneration Business 2018 발전 시설 한국지역난방공사

Poland Polymery Police PDH/PP Project 2018 발전 시설 Grupa Azoty (PDH Polska S.A.)  

Melaka Refinery Diesel Euro 5 Project 2018 화학 및 정유시설 Petronas Penapsisan

Balikpapan Refinery Project 2018 화학 및 정유시설 PT PERTAMINA (Persero)

Mex3 Project 2018 화학 및 정유시설 LOTTE Chemical

Dung Quat Refinery Upgrading and Expansion Project 2017 화학 및 정유시설 Binh Son Refinery Corporation(BSR)  

Uzbekistan New Refinery Project 2017 화학 및 정유시설 UZBEKNEFTEGAZ National Holding Corp 

Kuwait Al-Zour LNG Import Project 2017 화학 및 정유시설  KUWAIT INTEGRATED PETROLEUM INDUSTR 

Qatar Al-Dhakira Sewage Treatment Plant Project 2017 환경 시설 Hyundai Rotem

Punta del Tigre CCPP Project 2016 발전 시설 Hyundai engineering

Mexico Stamping Plant Project 2016 산업 시설 SAMU DIES Corp

Duqm Refinery Project PKG2-Utilities and Offsites 2016 화학 및 정유시설 Duqm Refinery & Petrochemical

Hassi R'mel Boosting Phase III Project 2016 화학 및 정유시설 Hyundai engineering

Kazakhstan KLPE IPCI Phase 2 Project - Package3 2015 화학 및 정유시설 KLPE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

RAPID PROJECT - PKG 9 2015 화학 및 정유시설 Petronas

Petro Rabigh Polyols / SRU /CFP Project 2015 화학 및 정유시설 Rabigh refining and Petrochemical

MX FEED / LLI Project 2015 화학 및 정유시설 (주)현대케미칼

KLPE IPCI Phase 2 2015 화학 및 정유시설 Kazakhstan

SK Hynix M14 Ph-1 FAB Project 2014 산업 시설 SK Hynix

Mirfa 1,6000MW IWPP / OAE 2014 발전시설 UAE

KNPC Clean Fuel (CFP) Project 2014 화학 및 정유시설 Kuwait

Moscow Combined Oil Refining 2014 화학 및 정유시설 Russia

New Refinery Project 2014 화학 및 정유시설 Kuwait

Oman Oil Company Exploration & Prod 2014 화학 및 정유시설 Oman

Kandym Fields Gas Processing Plant Project 2014 화학 및 정유시설 Uzbekistan

ASC Phase-VI Project 2014 화학 및 정유시설 Indonesia

Khazzan Gas Project 2013 화학 및 정유시설 Oman

Shuqaiq SPP 2013 발전시설 Saudi Arabia

MEB Add-on CCPP Project 2013 발전시설 Indonesia

MIRFA IWPP, UAE / RO PLANT 2013 발전시설 UAE

UAE Mirfa 1,600mw IWPP 2013 화학 및 정유시설 ADWEA / GDF SUFZ

AKKAS-CPF Project 2013 발전시설 I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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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_ 사업자등록증

02 _ 건축사사무소개설 확인증

03 _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04 _ 감리업 등록증

05 _ 소방시설업 등록증

06 _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07 _ 해외건설협회 회원증

08 _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09 _ 중소기업 확인서

10 _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1 1 _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2 _ 이명 ISO 9001 

13 _ 이명 ISO 14001

14 _ 벤처기업 확인서 

15 _ 측량업등록증

LICENSE

중소기업 확인서
[중기업]

2019년 04월 03일 

발급번호 : 0010-2019-76179

위 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기 업 명 : (주)이명이앤씨건축사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502-81-78570 법인등록번호 : 170111-0281072 

대표자명 : 홍성규 

주 소 : 대구 수성구 용학로 180 대아빌딩 5층 

주 업 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유효기간 : 2019-04-01 ~ 2020-03-31

용 도 : 공공기관 입찰용

발급사실 및 발급취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

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주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직전 3개년 사업연도내의 평균매출액등의 비중

이 가장 큰 업종이며,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다를 수 있음. 

Page 1 of 1확인서 발급

2019-07-25http://sminfo.mss.go.kr/sc/sq/SSQ020R2.pop

CERTIFICATE
01 01

06

11

07 08 09 10

12 13 14 15

02 03 04 05

06

11

07

12

08

13 14 15

09 10

02 03 04 05

0 1 _ 공동주택용 화장실 환기개선구조

02 _ 건축물용 난간보강장치

03 _ 건축구조물의 천정앵커 결속대

04 _ 비상 대피기능을 갖춘 공동주택 베란다용 펜스

05 _ 공동주택 건축물의 발코니 난간대 

06 _ 건축물의 방음방열 창호장치

07 _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용 바닥재

08 _ 공동주택용 전기분전함

09 _ 전기분전함 고정장치

1 0 _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안전장치

1 1 _ 공동주택 벽체의 전기배관 보호장치

1 2 _ 건축용 철구조물 지붕트러스 구조

1 3 _ 친자연 채광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 도어

1 4 _ 건축단지의 잔디보호용 보도블럭

1 5 _ 공동주택의 중앙출입문 제어시스템

LICENSE & CERTIFICATE OF PATENT

LICENSE & 
CERTIFICATE OF PATENT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25 5층 
TEL) 02.572.8600    FAX) 02.529.5533

대구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180 3층  
TEL) 053.780.9000    FAX) 053.78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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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myu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