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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가족인 
귀사의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하겠습니다.

2003	 · 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 3차 분양
	 · 구로동 싸이언스밸리 1, 2차 분양
2004 · 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 5차 분양
	 · 가산동 스타밸리 분양
2005 · 성남 상대원동 SKn 테크노파크 분양 _마케팅 총괄
2006 · 가양동 우림블루나인 분양
2007	 · 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 6차 분양 _ 마케팅 총괄
	 · 하남시 풍산지구 아파트형공장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2008	 · 성수동 KT 서울숲 코오롱디지털타워 2차 분양대행
	 · 광명소하택지지구 도시지원시설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 강일2택지지구 도시지원시설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2009	 · 영등포 소화물부지 아파트형공장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 	재단법인 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산동 사옥 재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 독산동 코카콜라부지 아파트형공장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2010	 	· Jnk 디지털타워 분양 _ 마케팅 총괄
	 · 성수동 한신아크밸리 분양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산업클러스터 컨설팅
2011	 · 남서울 현대지식산업센터 분양 _ 마케팅 총괄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시장조사 용역
	 · 인천 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종합계획 수립 용역
2012	 · 가양동 CJ제일제당 부지 복합개발사업 지식산업센터 타당성 검토용역
	 · 영등포구 문래동 지식산업센터 1차 시장조사 용역
2013	 · 영등포구 문래동 지식산업센터 2차 시장조사 용역
	 ·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2015	 ·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 민간투자 개발사업 사업계획
	 · 도봉투웨니퍼스트 오피스텔 분양
	 · 동탄 33-1BL 에이펙시티 지식산업센터 분양 _ 마케팅 총괄
2016	 · 판교제로시티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용역
2017	 · 여의도투웨니퍼스트 오피스텔 분양

안녕하십니까

P&F PARTNERS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주거 및 비주거 부문 전문 컨설팅 및 분양대행사로서 열정(Passion)과 신뢰(Faith)를 	
바탕으로 파트너의 성공이 곧 당사의 성공이라는 일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수 많은 성공과 실패를 통해 성장통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러 급변하는 소비자 니즈에 부응하며 파트너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P&F PARTNERS는 진실된 Business Partner로서 모든 프로젝트마다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업이 잘 될 때 도와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다.” 이것이 P&F 
PARTNERS가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의 약속입니다.

	 	 	 	

       	 	 	 	 	                                                                   대표이사 이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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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탐험의	여정은 새로운 경치를 찾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에 있다.

-	마르셀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P&F	PARTNERS는
생각합니다.

P&F PARTNERS는
자연과 도시, 사람의 공존을 꿈꿉니다.

신이 창조한 자연과 사람이 만든 도시,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만을 위한 건축,	필요에 의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 살아 숨 쉬는 공존의 터가 되도록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P&F PARTNERS는 건축이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bridge)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미래의 염원을 구현하고,	오늘의 사상과 예술,	기술을 결합하여
우리의 필요를 만족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P&F	PARTNERS가 생각하는

건축의 본질입니다.

건축이란 무엇일까요?

기능적인 만족,	공간의 확립.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보장된 공간 안에서 생활의 만족은 물론 강렬한 체험과 비젼을 체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건축은 그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닐까요?

P&F PARTNERS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City

Nature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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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대표이사

- 인사, 총무, 현장관리
- 자금, 회계, 세무

경영지원부

- 시장리서치 및 분양타당성 검토
- 전문 컨설팅 용역 수행
- 개발 사업 PM

개발사업본부

- 분양기획 및 마케팅 컨셉 제안
- 직영 영업조직 관리
- 입주 및 계약 관리

마케팅사업부

Strength

10년이상 전문가 집단	
- 주거, 비주거시설

개별차별화된 전문성 보유

지역별 영업 Key-Man 보유

검증된 경험, 실전능력 	

- 다수의 프로젝트
- 컨설팅, 분양대행용역

단계별 전문인력 구성 
- 기획, 마케팅, 입주

리스크해소 강점 보유
- 공사관련, 계약관련  

전략적 솔루션 제공	
- 	급변하는 시장에 빠른 대응
- 강력한 실행력 보유

다각점 시점에서 접근

가족이라는 신념
 
바른 마인드 

Manpower Experience Strategy Partnership

P&F PARTNERS는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강력한 내·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

회사명
 ㈜피앤에프파트너스 

사업분야
분양대행, 컨설팅, 사업자문 

대표자
이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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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lient

강력한 네트워크 
PARTNERS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PARTNERS

파워풀한 힘을 가진 
PARTNERS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할 수 있는  

PARTNERS

마케팅 기획, 전략 기획, 사업 기획 등의
 컨설팅을 기반으로 한 P&F PARTNERS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Man Power를 
보유하게 되었고 

우수한 클라이언트를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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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PARTNERS의 강력한 내·외적 네트워크로
마케팅 기획, 전략 기획, 사업 기획 등의 

컨설팅 전반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부동산  
시장 조사

주거 및 비주거시설  
사업타당성 검토 관련법률자문

컨설팅/PM사업

· 경기동향분석
· 입지조사분석
· 시장환경분석
· 정책동향분석
· SWOT분석
· 유사사례검토
· 트렌드분석

· 개발컨셉설정
· 표적시장설정
· 개발테마설정
· 개발규모산출
· 개발방향설정

· 투자계획
· 자금계획
· 시설기본계획
· 재무검토
· 종합타당성검토

· 상품화계획수립
· 분양전략수립

· 개발기본수립
· 토지이용계획
· 시설기본계획
· 판매운영계획

시장분석 개발계획점검 마케팅전략

대안수립 사업성분석

Business Area 13

최적화 마케팅  
전략 수립

네트워크를 통한 
우수한  

영업인력 확보

입주 유도 및 
민원 발생 대응

분양대행

P&F PARTNERS는 
분양대행분야에서 다수의 실전경험으로 

성공비즈니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 광고컨셉 설정
· 커뮤니케이션 목표설정
· 설문조사 실시
· 타겟 설정
· 상품화 컨셉 수립
· 세부 상품화 계획 제안
· 상품 특화 전략 제안

· 홍보관 운영전략 수립
· 지역 특화 영업조직 확보
· 분양 목표 점검 및 관리
· 잔여물량 해소방안 수립
· 영업조직 강화 및 정비

· 지속적 계약자 관리
·	 	전매 등 업체관리를 	
통한 계약자 이탈방지

· 	 	입주시점 계약자 관리를 	
통한 입주율 극대화 유도

· 	 	계약자 민원발생 최소화 	
전략 수립

· 발로 뛰는 영업위주 운영
· 사전수요확보 전략수립
·	 초기 분양률 극대화 유도
·	 잔여물량해소 전략 수립
· 계약 시 발생민원 조율

마케팅  
컨셉 제안

성공
분양

철저한  
사후관리

영업조직 
운영

계약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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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산역 2차 SKV1타워

발주처	 ㈜서종밸리  
시공사 	 SK에코플랜트
대지면적(평)	 800.32평
연면적(평) 	 7,400.69평 
건축규모	 지하6층 ~ 지상18층 
분양시기	 2022.11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16 당산역 1차 SKV1타워

발주처	 영흥개발㈜   
시공사 	 SK에코플랜트
대지면적(평)	 2,895.95평  
연면적(평) 	 25,396.28평
건축규모	 지하5층 ~ 지상35층
용역시기	 2022.10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17. 당산역 2차 SKV1타워

16. 당산역 1차 SKV1타워

* 추가 실적은 별지 참조

P&F 파트너스  
수행실적

분양대행 및 컨설팅

14 엠큐브스퀘어

발주처	 엠큐브(주)   
시공사 	 DL E&C
대지면적	 9,194 
연면적	 60,486
건축규모	 지하3층 ~ 지상8층 
분양시기	 2023 하반기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15. 센트레비즈  

13. 마스터밸류 에이스지식산업센터

14. 엠큐브스퀘어

15 센트레비즈  

발주처	 (주)한산씨티개발   
시공사 	 동부건설  
대지면적(평)	 2,096 
연면적(평) 	 15,193
건축규모	 지하3층 ~ 지상10층 
분양시기	 분양중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P&F 파트너스 수행실적 (분양대행 및 컨설팅) Performance

13 마스터밸류 에이스지식산업센터

발주처	 사일런트인버트㈜  
시공사 	 에이스건설 
대지면적(평)	 1,029 
연면적(평) 	 9,249
건축규모	 지하5층 ~ 지상15층 
분양시기	 2021. 07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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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에이스NS타워 

10. 고양 아크비즈 지식산업센터 

   11. 인피니움타워  

12 에이스NS타워 
발주처	 엔에스(유)  
시공사 	 에이스건설 
대지면적(평)	 1,110 
연면적(평) 	 10,335
건축규모	 지하4층 ~ 지상14층 
분양시기	 2021.03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11 인피니움타워  
발주처	 베일리코퍼레이션㈜   
시공사 	 더미르건설  
대지면적(평)	 662 
연면적(평) 	 6,015
건축규모	 지하5층 ~ 지상12층 
분양시기	 2020.06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10 고양 아크비즈 지식산업센터 
발주처	 신진디앤씨㈜   
시공사 	 신우건설 
대지면적(평)	 1,806 
연면적(평) 	 11,697
건축규모	 지하2층 ~ 지상15층 
분양시기	 2019.10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09 영등포리드원  
발주처	 ㈜태광에셋    
시공사 	 보미건설   
대지면적(평)	 1,213 
연면적(평) 	 10,824
건축규모	 지하6층 ~ 지상14층 
분양시기	 2019.10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08 광주 첨단와이어스파크 
발주처	 ㈜WCP컴퍼니     
시공사 	 중해건설   
대지면적(평)	 3,427 
연면적(평) 	 22,584
건축규모	 지하1층 ~ 지상22층 
분양시기	 2019.03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07 성수 AK밸리 지식산업센터
발주처	 대경산업,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    
시공사 	 포스코 A&C
대지면적(평)	 757 
연면적(평) 	 6,722
건축규모	 지하5층 ~ 지상11층 
용역시기	 2019.02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09. 영등포리드원  

  08. 광주 첨단와이어스파크

07. 성수 AK밸리 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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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과천지식정보타운 8BL  
민간사업자 공모

발주처	 현대건설㈜컨소시엄  
시공사 	 -
대지면적(평)	 - 
연면적(평) 	 52,680
건축규모	 - 
용역시기	 2017.12 ~ 2018.01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02 지식산업센터 이해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발주처	 SH공사   
시공사 	 -
대지면적(평)	 - 
연면적(평) 	 -
토지이용계획	 SH공사 보유부지 
용역시기	 2017.08 ~ 2017.11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01 광주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사업타당성 검토

발주처	 경기도시공사   
시공사 	 -
대지면적(평)	 산업시설용지15,423  
연면적(평) 	 -
건축규모	 - 
용역시기	 2017.05 ~ 2017.06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03. 과천지식정보타운 8BL  지식산업센터 민간사업자 공모

     01. 광주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사업타당성 검토

       05. 위례 센트라포레

04. 서울숲 AK밸리 지식산업센터

06 선유도역 투웨니퍼스트밸리 
발주처	 비아써미트    
시공사 	 대명21
대지면적(평)	 1,041 
연면적(평) 	 8,542
건축규모	 지하3층 ~ 지상18층 
용역시기	 2018.10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설  

06. 선유도역 투웨니퍼스트밸리

05 위례 센트라포레 
발주처	 가경코스모
시공사 	 가경코스모
대지면적(평) 	 456
연면적(평) 	 2,556
건축규모 	 지하2층 ~ 지상11층
분양시기 	 2018.03
현장개요 	 근생상가  

04 서울숲 AK밸리 지식산업센터
발주처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    
시공사 	 에이스건설 
대지면적(평)	 906 
연면적(평) 	 7,753
건축규모	 지하5층 ~ 지상15층 
분양시기	 2017.10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20PerformanceP&F 파트너스 수행실적 (분양대행 및 컨설팅)Performance 21대표이사 개인 수행실적 (분양대행 및 컨설팅)

25 판교제로시티 지식산업센터 민간사업자 공모
발주처	  ㈜계영플래너스
	 (코오롱글로벌 컨소)
시공사 	 코오롱글로벌
대지면적(평) 	 -
연면적(평) 	 21,326
건축규모 	 지하3층 ~ 지상9층
용역시기 	 2016.11 ~ 2016.12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25. 판교제로시티 지식산업센터 민간사업자 공모

대표이사 개인  
수행실적  

(분양대행 및 컨설팅)

  23. 국제디자인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 사업타당성검토

24 김포학운5 산업단지 사업타당성 검토

발주처	 삼정회계법인 (KPMG)  
시공사 	 -
대지면적(평)	 205,718 
연면적(평) 	 - 
토지이용계획	 산업/지원/주차장 용지 
용역시기	 2015.05 ~ 2015.07  
현장개요	 일반산업단지 개발 

23 국제디자인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  
사업타당성 검토 

발주처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시공사 	 -
대지면적(평)	 - 
연면적(평) 	 86,610
건축규모	 지하7층 ~ 지상33층/4개동  
용역시기	 2013.05 ~ 2013.06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근생시설  

* 추가 실적은 별지 참조

22 가양동 CJ제일제당부지 
사업타당성 검토

발주처	 현대건설㈜컨소시엄  
시공사 	 -
대지면적(평)	 31,993 
연면적(평) 	 128,163
건축규모	 복합개발 
용역시기	 2012.11 ~ 2013.02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오피스
	 /공동주택 

21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클러스터 공간적  
특성 분석

발주처	 인천발전연구원  
시공사 	 -
대지면적(평)	 - 
연면적(평) 	 -
건축규모	 - 
용역시기	 2010.10 ~ 2010.12  
현장개요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20 남서울 현대지식산업센터 사업타당성 검토

발주처	 태광독산프로젝트금융투자㈜   
시공사 	 현대건설㈜ 
대지면적(평)	 6,961 
연면적(평) 	 53,017
건축규모	 지하4층 ~ 지상26층/2개동  
용역시기	 2009.07 ~ 2009.09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근생시설  

       21.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클러스터 공간적 특성분석

20. 남서울 현대지식산업센터 사업타당성 검토

22. 가양동 CJ제일제당부지 사업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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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 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업타당성 검토

발주처	 (재)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공사 	 -
대지면적(평)	 1,575  
연면적(평) 	 12,000
건축규모	 지하3층 ~ 지상14층
용역시기	 2009.06 ~ 2009.08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 연구시설  

18 영등포 소화물부지 아파트형공장 사업타당성 검토

발주처	 한국철도공사   
시공사 	 -
대지면적(평)	 724  
연면적(평) 	 5,315
건축규모	 지하3층 ~ 지상12층 
용역시기	 2009.02 ~ 2009.04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근생시설  

17 강일2택지지구 도시지원시설 사업타당성 검토

발주처	 대한주택공사  
시공사 	 - 
대지면적(평)	 9,207평 
연면적(평) 	 -
건축규모	 - 
용역시기	 2008.05 ~ 2008.06 
현장개요	 R&D 센터 

17. 강일2택지지구 도시지원시설 사업타당성 검토

18. 영등포 소화물부지 아파트형공장 사업타당성 검토

15 풍산택지지구 아파트형공장 사업타당성 검토

발주처	 하남도시공사   
시공사 	 -
대지면적(평)	 8,379 
연면적(평) 	 59,565
건축규모	 지하4층 ~ 지상10층 
용역시기	 2007.11 ~ 2008.11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근생시설  

14 동탄 에이팩시티 지식산업센터

발주처 	 에이팩스톤주식회사
시공사 	 포스코건설
대지면적(평) 	 3,359
연면적(평) 	 21,798
건축규모 	 지하3층 ~ 지상17층
분양시기 	 2015.11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16 광명소하택지지구 도시지원시설  
사업타당성 검토 

발주처	 대한주택공사    
시공사 	 -
대지면적(평)	 11,154평 
연면적(평) 	 77,517평
건축규모	 지하2층 ~ 지상15층/5개동   
용역시기	 2008.03 ~ 2008.04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근생시설   

         16. 광명소하택지지구 도시지원시설 사업타당성 검토 

15. 풍산택지지구 아파트형공장 사업타당성 검토

14. 동탄 에이팩시티 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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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남서울 현대지식산업센터
발주처	 태광독산프로젝트금융투자    
시공사 	 현대건설 
대지면적(평)	 6,961 
연면적(평) 	 53,017
건축규모	 지하4층~ 지상26층/2개동  
분양시기	 2011.01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12 한신아크밸리
발주처	 보성아키테리어 
시공사 	 한신공영 
대지면적(평)	 1,038 
연면적(평) 	 7,554
건축규모	 지하3층 ~ 지상14층 
분양시기	 2010.06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11 서울숲 코오롱디지털타워2차
발주처	 KT    
시공사 	 코오롱건설 
대지면적(평)	 1,362 
연면적(평) 	 8,200
건축규모	 지하3층 ~ 지상11층   
용역시기	 2008.12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13. 남서울 현대지식산업센터

     11. 서울숲 코오롱디지털타워2차

12. 한신아크밸리

10 JNK디지털타워
발주처	 중앙일보    
시공사 	 코오롱건설 
대지면적(평)	 2,389 
연면적(평) 	 17,212
건축규모	 지하4층 ~ 지상18층 
분양시기	 2010.02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10. JNK디지털타워

08 우림블루나인 
발주처	 주식회사킴스디앤아이   
시공사 	 우림건설 
대지면적(평)	 6,175 
연면적(평) 	 40,053
건축규모	 지하3층 ~ 지상24층, 	
	 25층/2개동  
분양시기	 2006.07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09 벽산디지털밸리 6차
발주처	 케이아이디벨롭먼트주식회사    
시공사 	 벽산건설  
대지면적(평)	 2,509 
연면적(평) 	 18,110
건축규모	 지하3층 ~ 지상15층 
분양시기	 2007.06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09. 벽산디지털밸리 6차

08. 우림블루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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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성남 SKN테크노파크
발주처	 피앤디그룹   
시공사 	 SK건설  
대지면적(평)	 9,729 
연면적(평) 	 59,460
건축규모	 지하4층 ~ 지상15층
	 /4개동 
분양시기	 2005.01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06 스타밸리  
발주처	 주식회사 ACTS   
시공사 	 대덕건설  
대지면적(평)	 2,398 
연면적(평) 	 15,643
건축규모	 지하2층 ~ 지상13층 
분양시기	 2004.01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07. 성남 SKN테크노파크 

05 벽산디지털밸리 5차  
발주처	 군인공제회   
시공사 	 벽산건설   
대지면적(평)	 2,572 
연면적(평) 	 18,319
건축규모	 지하2층 ~ 지상15층 
분양시기	 2004.03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06. 스타밸리  05. 벽산디지털밸리 5차  

04 코오롱싸이언스밸리 1차, 2차
발주처	 금은산업개발주식회사  
시공사 	 코오롱건설 
대지면적(평)	 5,512 
연면적(평) 	 40,256
건축규모	 지하4층 ~ 지상15층 
분양시기	 2003.11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02 코오롱빌란트 1차
발주처	 주식회사디지털타워   
시공사 	 코오롱건설  
대지면적(평)	 2,760 
연면적(평) 	 17,279
건축규모	 지하2층 ~ 지상15층층 
분양시기	 2002.07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01 우리벤처타운 2차
발주처	 우원건설주식회사   
시공사 	 우원건설 
대지면적(평)	 1,583 
연면적(평) 	 12,026
건축규모	 지하4층 ~ 지상13층 
분양시기	 2002.01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03 벽산디지털밸리 3차
발주처	 광동제약주식회사 
시공사 	 벽산건설  
대지면적(평)	 1,776 
연면적(평) 	 11,669
건축규모	 지하2층 ~ 지상12층 
분양시기	 2003.06 
현장개요	 지식산업센터 

01. 우리벤처타운 2차

02. 코오롱빌란트 1차

       04. 코오롱싸이언스밸리 1차, 2차



28대표이사 개인 수행실적 (분양대행 및 컨설팅)Performance 29상업시설 수행실적 (참여실적)

07수원 더 파비오시타 
시공사 	 제일건설㈜   
사업규모 	 전체 B7F~17F	
	 상업시설 지하1층~지상5층	
	 (근생,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지상4층 ~ 지상17층	
	 (섹션오피스 275실)
	 주거형시설 지상6층 ~ 지상17층	
	 (주거형시설 185실)
연면적(평) 	 80,519.84㎡(24,216.92坪)
대지위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1번지 외 1필지

06 동탄호수공원 라크몽 
시공사 	 제일건설㈜   
사업규모 	 근린생활시설 B1~5F, 330호실 
연면적(평) 	 60,893.09㎡ (18,420.16坪)
분양시기	 2019년 11월   
대지위치 	 화성동탄2 문화복합용지 8BL

05 광명역 어반브릭스
시공사 	 ㈜태영건설 
사업규모 	 1F~4F, 근린생활시설 282호실 
연면적(평) 	 49,598㎡ (15,003坪)
분양시기	 2017년 12월   
현장개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복합단지용지(복합1) 

07. 수원 더 파비오시타

   06. 동탄호수공원 라크몽

05. 광명역 어반브릭스

상업시설 수행실적
  

(참여실적)

* 추가 실적은 별지 참조 04 광교 브릭스톤 
시공사 	 우미건설㈜  
사업규모 	 B1~2F, 근린생활시설 133호실 
연면적(평) 	 14,850㎡ (4,492坪)
분양시기	 2017년 11월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508일원(도시지원17-1, 2BL)

02 창원 유니시티어반브릭스
시공사 	 ㈜태영건설 
사업규모 	 1F~5F, 근린생활시설 273호실
연면적(평) 	 54,103㎡ (16,366坪)
분양시기	 2016년 10월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 창원	

국가산업단지 C2BL(상업시설용지2)

01 광명역 데시앙 스트리트 상가 
시공사 	 ㈜태영건설
사업규모 	 B1~2F, 근린생활시설 96호실
연면적(평) 	 10,287㎡ (3,112坪)
건축규모	 지하3층 ~ 지상8층 
분양시기	 2016년 6월  
대지위치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일대 오리로
	 등측 복합단지용지

        04. 광교브릭스톤 03. 창원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02. 창원 유니시티어반브릭스

01. 광명역 데시앙 스트리트 상가 

03 창원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시공사 	 현대건설㈜ 
사업규모 	 B1~1F, 근린생활시설 102호실
연면적(평) 	 11,363㎡ (3,437坪)
분양시기	 2016년 12월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1, 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