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공사실적

   ☞ 주 거 시 설 (APT ․ 빌라)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계명종건 서초 마샹스아파트 (16) CHERRY 外

구성건축 방배동 하얀빌라(12) MAPLE

㈜국보디자인
교원그룹 H-PROJECT공사 BOSQUET-OAK DARK RUSTIC

LG사이언스파크(이노빌) BOSQUET-OAK 外

규빗&A 판교 타운하우스(12) UNIVERSAL MAPLE 外

그린주택 방배동 서래마을 빌라트 (18) BOSQUET-RED BIRCH

그린에이드 청라 동문건설 APT 말라스, 방킬라이

금정건설 방배동 금정아파트 (15) 강화마루

금호건설 한남동 더힐신축아파트 OAK, TEAK

기윤종건 서초구 방배동 빌라트 (19) DUOPLY

남광토건
진주 평거동 하우스토리APT (125) BOSQUET-11, 90

진주 평거동 하우스토리 주상복합 (238) BOSQUET-102, 202

남명건설 대전 한진 APT 적삼목

대왕종합건설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IPE

대우건설

천호 대우 한강베네시티 (270) CHERRY 外

대구 수성트럼프월드 주상복합P/H(9) BOSQUET 外

대전스마트시티 주상복합 P/H(6) WALNUT 外

대우조선해양 거제도 망치주택 IPE,  IROKO 外

더플랜 부암동주택 PLANK OAK

덕산종합건설 상림리 렉스빌 BOSQUET  BURGUNDY 外

도시건설 방배동빌라(9) BOSQUET-WALNUT, MERBAU

동의건축 서산 오일뱅크 회장댁 BOSQUET OAK

동훈씨디아이 신림 혜성 지역 조합아파트 BOSQUET-WALNUT

두레아키텍 울산 현대중공업 기숙사동 BOSQUET OAK BRUSH 外

두산건설

증산동 두산 We've (132) Bosquet-30, 40, 60

해운대 위브더제니스주상복합 (1,656) Bosquet Oak,Grey,White 外

포항 장성 위브더제니스 Bosquet Walnut

해운대 중동 AID 재건축아파트 Bosquet Walnut

종로 흥인동 위브더제니스 Bosquet Ash Snow White



주요시공실적

   ☞ 주 거 시 설 (APT ․ 빌라)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두산중공업
서울숲 트리마제 주상복합 Bosquet Lime Wash 외

용인 행정타운위브 신축아파트 BOSQUET GOLDEN 外

디에스온 거제도 게스트하우스 SM-WALNUT 外

롯데기공 해운대 롯데 갤러리움주상복합 (369) BOSQUET - 30, 41, 108

르메이에르건설 청평르메이에르 수상스포츠빌라 (48) BOSQUET -40

리바트
서초 롯데APT 말라스

화성 LH APT 말라스

리움피엔씨

성북동 효성주택(회장), 요가실,사우나
UNIVERSAL LIME GREY, 

히노끼外

강남 더 시그넘하우스 인테리어공사 TEAK BRUSH, W.SABLE

명지 방이동빌라 (48) BOSQUET-RED BIRCH

민인테리어 성북동 민빌라 MAPLE

백야종건 방배동 파라우 하우스 (12) PANGA-PANGA

비콘건설
의정부 용현동 오피스텔 (245) CHERRY 外

홍제동 아파트 (119) WALNUT 外

사람과 디자인 서초동 쉐르빌 (24) BOSQUET-10 外

삼성물산 동천래미안 힐하우스 UNIVERSAL WASH BRUSH 外

삼부토건 독삼동 삼부 르네상스 (140) WHITE OAK

삼원S&D 남양주 오스윗리버 타운하우스 UNIVERSAL JATOBA

삼일주택 평택빌라 (18) BOSQUET-WALNUT

서울실내건축 고기동주택 UNIVERSAL  KAMBALA 外

성지건설
방배동 성지 라끄베르빌라트 (36) MAPLE

송도 아파트 (336) PINK-BIRCH

성흔종합건설
용산구 한남리버힐 리모델링공사 UNIVERSAL LIME WASH

운중동 1015-1 주택신축공사 데크 미 루버

세신조경(주) 인덕원 성지 스타위드 목공사

셀디자인 전남 기아연수원 기숙사 SM - OAK



주요시공실적

 ☞ 주 거 시 설 (APT ․ 빌라)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시건축

성북동주택 UNIVERSAL WALNUT 外

이태원 주택 (종근당 회장집)
UNIVERSAL - WALNUT, 

BOSQUET- WALNUT

성북동주택 (CU회장집) UNIVERSAL - BEECH

이태원주택 GAZZOTTI - OAK

이태원주택 GIORDANO - WHITE WASH

위례신도시 (삼성레미안) BOSQUET WASH ASH

남서울주택 (남서울C.C) BOSQUET TEAK BRUSH

신세계건설 청담동 PIEN POLUS 주상복합 (98) WALNUT, A/OAK 外

신화인테리어 기흥 삼성전자 기숙사 BOSQUET

쌍용건설 용인 투스카니빌라 UNIVERSAL OAK BRUSH 外

CJ건설

은평구 신사동 세한APT (119) RED BIRCH

방배동 호원빌라트Ⅱ(19) RED BIRCH

이태원 호원빌라트Ⅲ(12) MAPLE

아르텍 운중동 주택 BOSQUET OAK BRUSH

(주)아이디스트 객실 리노베이션 38층 BOSQUET BROWN OAK

야놀자에프앤지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다가구주택 BOSQUET D.OAK, IVORY

에이스종합건설 에이스종합건설 회장집 BOSQUET - TEAK, 목공사

A.I건축 한남동J-HOUSE TEAK, SABLE SMOKE

SY주택 과천빌라(13) 발렌시아

SK건설 의주로 바비엥오피스텔-1 (156) BOSQUET-MERBAU 

㈜엄지하우스 LG사이언스파크서측부지(DP2)서울 BOSQUET-LIME OAK外

에이스케이프건

설(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다세대주택

BOSQUET-OAK BRUSH, 

BOURBON, SABLE, BURGUNDY

에이플랜스 강남구 자곡동 440-14
UNIVERSAL - BOURBON, 

BOSQUET - SABLE, TEAK

LH 공사 자곡동 보금자리주택 ULIN 外

예일건설
원당 예일쎄띠앙아파트(65) BOSQUET - 41

전곡 예일 쎄띠앙APT (361) WALNUT 外

오앤피건설 효성아델라모스 DECK공사, 빨라피, MAPLE

우림건설 해운대 송정 우림필유 아파트 (424) 강마루

운암건설 대전스마트시티P/H 주상복합(6) MERBAU 外



주요시공실적

 ☞ 주 거 시 설 (APT ․ 빌라)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원앤원건설 방배동빌라(24),서초동빌라(6) RED BIRCH, DOUSSIE

이안R&C
기흥 앙드레김 아뜨리에 MERBAU, WASH OAK

SOUND1 HANNAM 주거부분 BOSQUET OAK SABLE

이에이디자인 파주교하 타운하우스 KEMPAS 19T

인디자인

대구 롯데캐슬 공용부 SM - OAK 外

경산 아파트 공용부 SM - OAK 外

위례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 공용부 구정강마루 - OAK,WALNUT外

금천 롯데캐슬 공용부 OAK 파켓, ASH 外

일등산업 LH 김포신도시 목공사

일리드 대연동 롯데캐슬 공용부 UNIVERSAL - OAK (4P)

장학디자인 한남 힐탑 트래져 B동 205호 BOSQUET - OAK BROWN 

정남건설 영종도빌라(48) WPI-RED BIRCH 外

JM
성북동 24-1 BOSQUET - OAK BRUSH

성북동 15-56 BOSQUET - WALNUT

제효

대장동(남서울C.C)주택 BOSQUET OAK BRUSH外

서래마을 주택
BOSQUET 

OAK,TEAK,WALNU(BRUSH)

(주)중앙디자인 진달래2차 재건축APT 커뮤니티 PARQUET OAK 15T

중흥종건

(시티건설)

음성 금석지구 A3BL 시티프라디움 데크공사

창원 현동 S-2BL 중흥S-클래스 데크공사

창원 남문 A4BL 시티프라디움 데크공사

인천가정6블럭 시티프라디움 데크공사

창원남문지구 A2-2블럭 시티프라디움 데크공사

화성남양뉴타운 A4블럭 시티프라디움 데크공사

화성남양뉴타운B1블럭 시티프라디움 데크공사

속초 교동 시티프라디움 신축공사 데크공사

GS건설
이촌동 한강자이 아파트P/H (4) BEECH 外

마곡지구 LS사이언스 파크 BOSQUET OAK 外

지오주택 판교 SK아펠바움 WOOD DECK 外

찬동건설 신월동 재건축(289) BOSQUET-MERBAU



주요시공실적

 ☞ 주 거 시 설 (APT ․ 빌라)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카우커스공영 방배동 빌라트 (11) BOSQUET-MERBAU

K.L.C 안성 S-TOWN(19) SM-HARD WOOD

코발종건
방배동 노블하우스Ⅱ차 (10) BOSQUET-MAPLE

방배동 노블하우스Ⅲ차 (18) BOSQUET-WASH OAK

코오롱건설

잠실시영 코오롱하늘채 SMZ-ULIN

부산 남천 코오롱 하늘채 SM-HARD WOOD

광주 수완 코오롱 하늘채 SM-HARD WOOD

구미 임은동 코오롱 하늘채 SM-HARD WOOD

송도 더파라우 주상복합 SM-HARD WOOD

인천 서현 코오롱하늘채 SM-HARD WOOD

퓨쳐이앤씨 가평발트하임 OAK

포디움 곰배령 별장 BOEN - OAK MATT

한라건설 대전 한라비발디APT 멀바우솔리드 3P

한백C&T 렉시온 오피스텔 (46) MAPLE

한상종건 성북동주택 UNIVERSAL - KAMBALA

한솔건설 도곡동 이니그마빌Ⅱ(12) BOSQUET - 460 外

한화건설 서울숲 갤러리아 포레 UNIVERSAL- LIME WASH 外

회림종합건설 성동구 회림오피스텔 (274) 강화마루

(주)휴파스 광주상무 힐스테이트
BOSQUET - 40, 

UNIVERSAL - MAPLE 外 

개인 한남동 단독주택 UNIVERSAL- OAK MATT 外



주요시공실적

   ☞ OFFICE / 전 시 관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주)감프로세스
동대문 유어스 쇼핑몰 BIRCH 15T

동대문 APM, 유어스 쇼핑몰 OAK SOLID

강원인제군청 강원도인제 박물관 SMM- SMOKE OAK, OAK

건우종합건설 인제군 목공예 유통 전시관 ULIN

경형산업 포스코 ㈜ABA바이오로직스 오송공장 데크외

계선 용산 아모레퍼시픽사옥 1공구 BOSQUET

고미건축 서울대 IBK 목공사 말라스, 펠리스

국보디자인 카카오프렌즈오피스 공사 OAK BRUSH

국립박물관 국립 중앙박물관(동양관) MAPLE 22T

(주)그린에이드
가산동 대성 D-POLIS 목공사

구로 디지털단지 목공사 말라스 

극동건설 청담동 에버원솔루션 BOSQUET-OAK BRUSH 外

(주)금강엔터 CJ 쌍림동사옥 SM  SINGLE SMOKE

금강티디씨 TM 웨딩스퀘어 인테리어 BOSQUET-SABLE, BURGUNDY 

(주)나우인벤트 탄허 기념박물관 신축공사 BOSQUET-SMOKE OAK, OAK

남명건설
부산 해양박물관 목공사

을지로 두산중공업 업무시설 목공사

(주)네오디자인 SK청솔노인복지관 MAPLE SOLID, 꾸미오

다우와키움건설 죽전 다우기술 연구소 MAPLE 15T

다원디자인

역삼동 스타타워빌딩2F AFROMOSIA

청담동 삼성증권 MUTENYA

동대문 두타 32층 (회장실) UNIVERSAL OAK MATT

군포 LS전선 R&D 센타 OAK 外

다원ID&C
판교 안철수연구소 BOSQUET-OAK外

판교 안철수연구소 OAK, WALNUT

대림건설 제주 신화역사공원호텔 BOSQUET-ELIGNA

대방G&C 밀양 예술회관 강마루

(주)대왕건설 을왕리 근생 목공사

대우건설

무교동 서울 파이낸스센터 MERBAU 外

충무로 매일경제신사옥 DOUSSIE 外

장지동 육영재단 적삼목

대구 오페라하우스 UNIVERSAL MAPLE 외



  

주요시공실적

   ☞ OFFICE / 전 시 관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대우조선해양

거제도 대우조선 복합업무지원단지
석공사 1층로비 및 1,2,3층바닥, 벽체 

후로링공사  WALNUT, OAK BRUSH 外

대우조선 해양사옥 JATOBA, 적삼목
역사박물관 Storium 목공사,  석자재 납품
역사박물관 목공사
거제도 코트나부 MERBAU外
오션플라자 스피드 게이트 석공사

대헌기건 인천 로봇랜드 단풍나무, 강화마루 外

대흥토건 방학2동 동사무소 중보행마루

동의건축
장성 문예화관 MAPLE 15T 外

안양 문예회관 MAPLE 15T

(주)두레아키텍
성남시 청사 및 의회건립공사 MERBAU 14T

울산 원자력발전서 BEECH 22T

두산건설 논현동 두산건설사옥 BEECH GRAY

두양건축 SK 수송동사옥 메이플/스포츠마루 外

디솔루션 BMW매장 울산, 포항, 수원, 목동 등 TEAK 外

디엔아이
반포 스쿨푸드

UNIVERSAL - UNFINISH, 

BOSQUET - SABLE
CJ 푸드점 고재 TEAK

디자인 이공이 프리마호텔 여성스파 목공사, CABREUVA
디팩토리 마이클코어스 매장 (롯데잠실,수원점외) OAK 탄화목
리움피엔씨 청담동 효성빌딩 (4~8층) OAK BRUSH, WASH OAK
미래아키텍 교보문고 청량리점 VINTEGE
민ITS 아모레퍼시픽 홍보실 목공사
바비돌하우스 과천 과학관 OAK SOLID
비오건설 충북 보은 대영식품 MERBAU 15T
삼대양개발 청우C.C 커뮤니티센타 BOSQUET-MAPLE
삼성건설 삼성동 N.C소프트사옥 UNIVERSAL- KAMBALA 外
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수원첨단연수소 WHITE OAK, IROKO
삼성중공업 경주 교원드림센타 UNIVERSAL-LIME WASH 
삼성프라자 분당 GALLERY 중보행마루

서울실내건축

아시아선수촌 하나은행 PB센타 BOSQUET BIRCH

한국콜마사옥
BOSQUET, CARTON TEAK, 

탄화목
관양동 휴비츠사옥 OAK BRUSH, WALNUT

롯데월드타워 하나은행 WHITE SABLE

을지로 하나은행 CLASSIC OAK



주요시공실적

   ☞ OFFICE / 전 시 관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서전인테리어 서초동 하나대투증권 BOSQUET OAK 

서진아이엔디 ㈜한광 사창리 공장 외부 데크공사

선석건설 이태원 양진양행사옥 BEECH, CABREUVA

세신조경
구로 디지털단지 목공사 방킬라이

역삼동 감정원 목공사 말라스

세이프건설 아라뱃길 전망대 목공사 말라스

솔토건축 온양 교원연수원 BOSQUET-DOUSSIE 外

숨디자인 평창 갤러리 BOSQUET - OAK

스튜가 아모레퍼시픽 추모관 UNIVERSAL - COGNAC

시공테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RED OAK 가공

신유 동문건설사옥 VIP실 外 MERBAU

신화인테리어 KEB하나은행 본점 신축공사 BOSQUET OAK BRUSH, TEAK 

신화씨엠 신사동사옥 JARRAH 外

쌍용건설 신사동 미술관 데크공사

시앤디건설 신내동 서울의료원 UNIVERSAL- ASH 外

CJ건설
서울 남산 N-TOWER광장 JARRAH

상암동 CJ-E&M센타 SM-OAK BRUSHED

아라씨씨 종로 아라갤러리 UNIVERSAL OAK

아이건축 신사동 아이건축 사옥 BOSQUET-OAK

아이더매장 한성점, 춘천점, 포천점 外 BOSQUET- OAK BRUSH

(주)엄지하우스
삼성본관6층 라운지 인테리어공사 BOSQUET - OAK

광교 CJ 연구소 SM - OAK PALACE

SK건설
신사동 D.H클럽 MERBAU

파주 하수처리장 적삼목 外

에스티임 신문로사옥 7층 티브로드 사무실 BOSQUET - OAK BRUSH

에이치에스비엘 삼성동 비트코인증권거래소 BOSQUET - OAK BRUSH

에프앤웍스 신세계본점 (이숲매장) BOSQUET WALNUT

엘림토건 중랑 생태문화조성 건축공사 목공사

예림 신문로 일조간사옥 PERGO



주요시공실적

   ☞ OFFICE / 전 시 관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LG하우징 여의도 하나대투증권 MERBAU 외

엘비그룹 분당서현점, 목동점,방배점,별내점 IROKO, MERBAU

예솔 SK임원실 / VIP룸 MERBAU

오리웍스 서초동 하나은행 법조타운지점 BOSQUET OAK 

유청종건 종로 갤러리 RADIATA PINE, IPE

은민에스엔디 남양 현대·기아자동차 전시관 BOSQUET - OAK BRUSH

이안알앤씨
아산나눔재단 신축공사 목공사

뉴논현사옥 IPE 데크공사

이에이디자인 한국중부발전 본사사옥 BOSQUET - OAK 外

EU디자인 서울여대 50주년 기념관 BOSQUET TEAK

이오디자인그룹 청담연세빌 UNIVERSAL MOCA, 外

이웨이 원주무실동 우미린 부대시설 강마루

인디자인

LH본사신사옥 강마루 外

힐리언스 선마을 관광농원 내 스파증축 BOSQUET 버간디, 이건마루

판교 현대 백화점 9, 10층 BOSQUET OAK BRUSH 外

인터아이디 엘리아나 명품샵 WASH OAK, 레드파인탄화

일이종합건설 백현동 근린생활시설 인테리어공사 UNIVERSAL PERIGORD

장학건설

양양 을지연수원 OAK

한남동 멀티유니트 SM  OAK

SK 허브 MAPLE

전남장성군청 전남장성 문예회관 CANADIAN MAPLE SOLID 22T

전자랜드 용산 전자랜드 사옥 UNIVERSAL KAMBALA

JWG
삼성동 웨딩홀(교통회관), 신도림 

웨딩홀
강마루

지고아이디(주) 용두동 복합빌딩 BROWN OAK

GS건설

덕평 LG인화원 BALAU

파주 LG필립스 LCD공장 MAPLE 外

대방동 농심사옥 JATOBA 外

LG전자 가산동 단말기 연구소 CHERRY

삼성동 현대백화점7F JATOBA

옥인동 GS남촌리더스센타 PYINKADO 外

상암동 KGIT사옥 TEAK 外

송파 장지동  CGV RED OAK



                           주요시공실적

   ☞ OFFICE / 전 시 관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지티에스 의왕 전시관 목공사 적삼목 자작합판 外

천년개발

천년웨딩홀 수원터미널점, 부평계양점, 

인천 주안점, 일산 백석점
BOSQUET - BURGUNDY 外

광주 르메르웨딩홀 BOSQUET

청심학원 청심 청소년수련원 MERBAU

케이디아이 KDI 사옥 본관 중보행마루

K.L.C 안성 한국리더쉽센타 SM-ULIN 外

KLG종건
수유2동 교육문화센타 MAPLE

경찰특공대 종합관 목공사

코오롱건설 양평 아뜨리에 갤러리 ESSIA

타임건설(주)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화장품 목공사 말라스

디자인탑라인 신정동 두산위브 커뮤니티시설 UNIVERSAL - MAPLE

터우디자인 신세계백화점(닥스/헤지스매장) BOSQUET OAK BRUSH

테제건설
한남동 테제건설 사옥 BOSQUET 外

청담동 서울금융사옥 CABREUVA

파리크라상
키즈카페 한남사옥,

파리크라상(파스텔시티,강남점외)
UNIVERSAL WHITE OAK 외

펩디자인 안국동 걸스카웃 회관 빨라피

포커스인 서면 롯데 사무공간 SM - OAK

프리머스 원주 CGV , 압구정CGV BOSQUET

PJ디자인 청담동 MCM사옥 BOSQUET OAK STAIN

SK증권 본사 실내건축공사(7층) BOSQUET BOURBON

한라건설 성남 크린타워 SONOKELING

한목디자인
중앙대 귀빈식당 LAND SCAPE

중앙대 강당 RED OAK

한미인테리어 서울교통공사 본사사옥 사무실 SOLID BIRCH

현대산업개발 현대 아산병원 연구동 PANGA-PANGA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 서산 본사 SMM- OAK, WALNUT

호연디자인 세종시 정부청사 
BOSQUET-MILLRUN, WHITE 

BIRCH

휴파스 세종시 정부청사 3단계 2구역 BOSQUET-CHERRY



주요시공실적

   ☞ 리 조 트 & 콘 도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금호건설 서귀포 더 클래식리조트 OAK NATURAL

대명건설

홍천 오션월드 자이언트 MERBAU 外

홍천 소노펠리체 ESSIA, 적삼목

홍천 소노빌리지 Vintage Oak

대우건설 해운대 대우 콘도 미니엄 UNIVERSAL- OAK WASH BRUSH

롯데호텔 제주 풍자라운지, 풀빌라 PALACE

삼대양개발 원주 청우 C.C골프텔 BOSQUET-JATOBA 外

삼원에스앤디
제주 메종 크라우드 OAK 外

대명리조트 삼척 신축공사 중 콘도C동 OAK CARAMEL, OAK BRUSH

서울실내건축 제주 동양 콘도 WALNUT 外

선원건설 청심 청소년수련원 BOSQUET-MERBAU

CJ건설 제주N.B콘도 BOSQUET-MERBAU

엄지하우스
제주폴로클럽 BOSQUET-TEAK, IROKO

대명리조트 삼척 신축공사 중 콘도 BOSQUET-ASH BROWN

에스이엘 대명리조트 삼척 신축공사 중 호텔동 BOS- CARAMEL, BURGUDY-2

AI건축 해남 파인리조트 BOSQUET - OAK 外

ATM인테리어 홍천 소노빌리지 1단지 VINTAGE

(주)은민S&D 구미비산 복지관 OAK OIL

이에이디자인
제주 덴앤델리조트 BOSQUET-OAK VINTAGE

청송리조트

이웨이 남해 타우제리조트 성창, BOSQUET-BLACK TAN 

인디자인
오션월드 온라인 AOYTH 데크 & 난간공사

홍천 소노빌리지 2단지 BOSQUET-ANTIQUE OAK

장학디자인 라카이 샌드파인 콘도 증축 BOSQUET-NORMANDY BRUSH

전연디자인 제주 중문 CS&리조트 BOSQUET-MERBAU

GS건설

제주 엘리시안CC 골프텔/부대시설 WALNUT 外

대관령 알펜시아 부대시설 SM-ASH 外

곤지암 리조트 BOSQUET-OAK. BAMBOO

코오롱 건설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SM-HARD WOOD

현대산업개발 비오토피아 타운하우스 AFROMOSIA



 주요시공실적

    ☞ 골 프 장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강산건설
여주 티치랜드 C.C 목공사

무주리조트 C.C 목공사

강남건설 센츄리21 C.C BOSQUET

다우건축
제주 C.C BOSQUET-WALNUT

진해 용원 C.C UNIVERSAL- BROWN EARTH

다원S&D 남양주 C.C BOSQUET TEAK

두산중공업
춘천 C.C UNIVERSAL- A. OAK

양주 레이크우드 C.C BOSQUET-MERBAU 外

두레아키텍 하남 캐슬렉스C.C BOSQUET-WALNUT 外

두산중공업 홍천모우 C.C BOSQUET-OAK 外

(주)디자인리엘 (주)다원종합건설 다원 골프 클럽하우스 BOSQUET - ANTIQUE

롯데건설 김해 스카이힐 C.C KAMBALA 外

롯데기공 성주 해븐 C.C ROSE外

리움피앤씨
웰링턴 C.C 추가9홀 그늘집

거더교 스타트타워
데크공사 오크탄화 外

명가 용인 한화 프라라 C.C 목공사

삼대양개발 원주 청우 C.C BOSQUET 外

삼풍관광(주) 이천 비에비스타  C.C ANTIQUE SMOKE GOLDEN

서울실내건축
여주 나인브릿지 데크공사

울산 보라 C.C BOSQUET - WALNUT

신세계건설 자유 C.C BOSQUET-OAK 外

신한디벨롭먼트 여주 스카이벨리 C.C BOSQUET-MERBAU

쌍용건설 코리아 C.C 투스카니
UNIVERSAL- OAK GRAY BRUSH 

外

CJ건설 제주 나인브릿지 C.C BOSQUET-MERBAU 外

(주)엄지하우스

안성Q C.C JATOBA

여주 소피아근린 C.C BOSQUET ANTIQUE OAK

제주 폴로클럽 C.C BOSQUET-TEAK

에뎀인터내셔날 이천 비에이비스타 C.C BOSQUET-ANTIQUE SMOKE

일이피앤씨 썬힐 C.C MAPLE

장학건설

포천 아도니스 C.C UNIVERSAL- OAK BRUSH

남서울 C.C BAMBOO 外

여주 C.C BOSQUET-MERBAU

조일주택 용인 화산 C.C BOSQUET 外

GS건설
제주 엘리시안 C.C WALNUT 外

곤지암 C.C OAK

코오롱건설 천안 우정힐스 C.C UNIVERSAL- BROWN EARTH 

한양건설 해남 파인C.C BOSQUET-OAK MATT 外



주요시공실적
                          

   ☞ 호 텔 공 사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계선 잠실제2롯데월드타워동호텔(86층)스파 BOSQUET WALNUT

공간추계 구로 롯데 비즈니스호텔 UNIVERSAL - BROWN EARTH

국보디자인

삼성동 오크우드 호텔 BOSQUET-AFROMOSIA

잠실 제2롯데월드 중 타워동호텔 

(97~101층)
BOSQUET WALNUT

잠실롯데호텔 정책본부(17-18층) BOSQUET-ASH 

서면 롯데호텔5층(라세느) BOSQUET-WALNUT

다올건축 해운대 조선비치 호텔 UNIVERSAL- KAMBALA

다함아이엔티 안산QWL호텔 BOSQUET - OAK 外

대상 제주 하얏트호텔 BOSQUET-MERBAU

대성건설(신화)
신도림 쉐라톤호텔(객실) UNIVERSAL- WALNUT OILED Mock-up

신도림 디큐브시티(부대시설) UNIVERSAL- BOURBON

덕산종합건설 잠실 레지던스호텔 BOSQUET-OAK

동부건설 리츠칼튼호텔 리모델링 BOSQUET-DESIGN PARQUET

동일인테리어

대전 롯데 스마트시티비즈호텔 BOSQUET-TEAK, UNIVERSAL 外

잠실 제2롯데월드 중 타워동호텔 

(87~91층)
BOSQUET WALNUT

제주 난타호텔 BOSQUET VARIANO 外

대혜건축

이고플랜
장교 롯데 비즈니스호텔 UNIVERSAL-BROWN EARTH

롯데호텔

소공동 롯데호텔 (객실) BOSQUET- TEAK

소공동 롯데호텔 라운지 중식당 BOSQUET-WENGE

부산 서면 롯데호텔 LOBBY층 외 BOSQUET WALNUT 외

베트남 롯데호텔 UNIVERSAL- LIMW WASH

잠실 제2롯데월드타워호텔 BOSQUET- WALNUT

구로,대전 롯데비지니스호텔 UNIVERSAL- BROWN EARTH

롯데 속초리조트 호텔, 콘도 객실부 BOSQUET-WALNUT,OAK

리스P&C 반포 메리어트호텔 레스토랑 BOSQUET-MERBAU 外

리츠칼튼호텔 강남 리츠칼튼호텔 중식당 UNIVERSAL- OAK 外

명성인토피아 강릉 스카이베이경포호텔 신축공사 GRANIS PLUSE NERO 외

메리어트 해운대 메리어트 호텔 MERBAU



주요시공실적

   ☞ 호 텔 공 사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삼성물산
경주 교원스위트 호텔 객실外

UNIVERSAL- MAPLE

BOSQUET-WASH BRUSH

경주교원 드림센타 (호텔객실) BOSQUET- WASH BRUSH

삼원에스엔디/계

선/엄지하우스
영종도 파라다이스호텔 BOSQUET OAK STAIN

쌍용건설 인천 송도 S.C 호텔
BOSQUET- 50

SM- MAPLE 外

선미인터내셔널 울산 롯데시티호텔 UNIVERSAL - BROWN EARTH

시공테크 페이토호텔 인테리어
BOSQUET - OAK GOLDEN, 

UNIVERSAL

IDA 청주 중원관광호텔 BOSQUET-WALNUT

앰버서더

수원 IBIS앰버서더호텔
UNIVERSAL - OAK BRUSH

SM- WASH BRUSH

강남 노보텔 앰비서더 호텔 BOSQUET- JATOBA

장충동 소피텔 앰버서더 BOSQUET- JATOBA

엄지하우스
잠실 제2롯데월드 중 타워동호텔 (76층) 

연기자대기실
BOSQUET WALNUT

에스엠디자인 라마다 거제호텔 강마루외

에스이엘디자인 삼척 대명호텔 객실/공용부 BOSQUET BURGUNDY 外

OCA 영종도 투인투호텔 BOSQUET 

OJ디자인 군산 베스트 웨스턴호텔 BOSQUET MERBAU 外

인디자인

일산 엠블호텔(대명) 락카룸, 휘트니스 BOSQUET - IROKO, BRUSH

일산 엠블호텔(대명) 수영장 IPE

제주 마린호텔 합성목재 사이딩

일리드 구로 롯데 비즈니스호텔 스위트룸 UNIVERSAL - BROWN EARTH

전연디자인 제주 중문 CS&리조트호텔 SM- MERBAU

조선호텔
소공동 조선호텔 E/H BOSQUET- KAVA

해운대 조선비치호텔 연회장 UNIVERSAL-KAMBALA

GS건설
알펜시아 특급호텔(대관령) ASH SOLID 外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객실 SM - MERBAU

코비디자인 서초 페이토호텔 BOSQUET - TEAK

코오롱건설 경주 코오롱 호텔 SM - HARD WOOD

킹스맨
베스트웨스턴 포항호텔 BOSQUET - WALNUT,OAK,TEAK

부산 파라다이스 리모델링 스위트룸 BOSQUET - WALNUT

태봉건설 골드리버관광호텔 신축공사 데크공사



주요시공실적

   ☞ 체 육 시 설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넥스트라이프 롯데건설 잠실 공연장 공용부 UNIVERSAL - LIME GREY

다우건축 인천 전자랜드 농구단 휘트니스 UNIVERSAL - MAPLE

다우건축 센텀시티 식품관 인테리어공사 UNIVERSAL - OAK UNFINISH

다원디자인

인천 두산인프라코어 휘트니스

UNIVERSAL - OAK안산 두산인프라코어 휘트니스

창원 두산인프라코어 1.2공장

대림산업 DMC 디지털큐브 2층 WALNUT

대방지앤지 잠실 제2롯데월드 중 공연장
UNIVERSAL - CEZANNE LIME 

GREY

대우건설 충무로 매일경제사옥 휘트니스 MAPLE 22T

대한종합조경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말라스 外

두산건설 신정동 We’ve휘트니스센타 UNIVERSAL - MAPLE

롯데건설 잠실 KTF 사옥 휘트니스센타 UNIVERSAL- OAK

르메이에르건설 종로 르메이에르 스포츠센타 UNIVERSAL- OAK 外

리츠칼튼호텔 강남 리츠칼튼호텔 휘트니스 UNIVERSAL-OAK MATT 外

명성인토피아/비

엠비/엄지하우스/

인터아이디

우면 R&D센터 휘트니스 外
BOSQUET-OAK BRUSH, 

WALNUT 外

3D퍼시픽 런닝트리 목동점 MAPLE

삼성건설 삼성동 N.C소프트사옥 휘트니스 UNIVERSAL- MAPLE

삼성중공업
경주 교원 드림센타 휘트니스

UNIVERSAL- MAPLE
경주  스위트호텔 휘트니스

삼원에스엔디 더클래식 500 UNIVERSAL- OAK

서울실내건축
남산 서울클럽 BAMBOO

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PB센터 BOSQUET - BIRCH

신화건설 남산 국립극장 발레연습실 UNIVERSAL - DAVINCI

신화인테리어 삼성화재 본사 지하1층 리모델링 OAK

은민에스엔디 잠실 제2롯데월드 P.F.CHANG'S
BOSQUET BLACK TAN, 

COGNAC

이미디자인 구의동 휘트니스센타 UNIVERSAL- MAPLE

포커스인 부산 롯데서면 호텔 BOSQUET-OAK

프리마호텔 강남 프리마 호텔 ANTIQUE GOLDEN 外

한스아이디
잠실 제2롯데월드 중 타워동호텔 

(92~98층)
BOSQUET WALNUT

휴파스 여수 대명호텔 TEAK 外



주요시공실적

   ☞ 체 육 시 설 

주요시공실적

   ☞ 모델하우스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주)그린필드 남양주 타운하우스 SM- SINGLE SMOKE

글로웍스 카자흐스탄 모듈러주택 PINE

금호건설 한남동 더힐 BOSQUET- SNOW WHITE

대우건설

신도림 푸르지오 WALNUT , SNOW OAK

강남주택전시관 UNIVERSAL- LIME WASH

대구 수성 트럼프월드 WPI- MERBAU

부산 해운대 트럼프마린 WPI- MERBAU

신도림 푸르지오 OAK WHITE

청담동 대우 푸르지오 OAK BRUSH OIL

도곡동 푸르지오 CARBON BRUSH OIL

대우산업개발 진해 대우 이안 모델하우스 TEAK , OAK (3-TYPE)

덕산종건 방이동 관광호텔 BOSQUET - OAK

동아건설
용산 원효로 MERBAU DECK

용산 한강로 BIRCH

두산건설 삼성동 주택전시관 BOSQUET- 20, 30, 60

두산중공업 종로흥인동 SM- SNOW WASH

삼성건설 종로 커뮤니티 UNIVERSAL- KAMBALA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이안알앤씨
평창 슬라이딩센타 합성 루바, 데크재

가평 다이빙풀 신축공사 적삼목 루버공사

인디자인

중앙대학교 휘트니스 MAPLE  22T

김해 워터파크 신축공사 적삼목 外

도고워터파크 목공사

고양 신세계 아쿠아필드 TEAK BRUSH, 데크외

재운 방배동 유소년 체육시설 MERBAU

GS건설 안양 포일 GS 자이안센타  OAK

천년개발 반포 CN스포렉스 메이플

청림건설 마산 무학1공장 다목적홀 BEECH 外

한라건설 대구 KTF사옥 휘트니스센타 UNIVERSAL - MAPLE



주요시공실적

   ☞ 모델하우스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삼환기업 용인 나우빌 BOSQUET- 30, 60

신화인테리어

부산 푸르지오 강마루 WALNUT

이천 푸르지오 강마루 OAK

김포 푸르지오 강마루 OAK
부산 대저동 LH공사 강마루
충주 푸르지오 강마루

씨제이건설 문배동 나인파크 BOSQUET - 50 외

알앤지그룹 부산 해운대 WBC the palace UNIVERSAL- LIME WASH 외

RNA 디자인 남양주 월산 동부센트레빌 OAK, JATOBA

에스모드 동천자이 Ⅱ 강마루 WALNUT

유림

(에이알씨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M/H

QUICK STEP-HONEY OAK 

OILED

에이플랜 태안 현대 더링스빌 M/H
QUICK STEP-IM1848, 

BOSQUET-OAK BRUSH

은민에스엔디 록인제주 A-1 목업인테리어공사 계단 디딤판, 첼판

이채D&C 고양 식사지구 자이아파트 BOSQUET - MERBAU

인디자인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실내테마파크 BOSQUET-W.OAK

GS건설

대치동 주택전시관 TEAK

부산 연산동 주택전시관 ESSIA

마산 자이, 창원자이, 용인자이 WALNUT, OAK 外

(주)통큰건설 공주 공암타운하우스 OAK CARBON GOLDEN

포르테라인 방이동 쌍용주택 전시관 OAK 外

포스코건설 동탄 메타폴리스 P/H AFROMOSIA

현대건설 강릉 홍제동 현대 홈타운 BOSQUET- 80



주요시공실적

   ☞ 종 교 시 설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갈현동 성당 은평구 갈현동 성당 MAPLE

강남교회 양재동 강남교회 BOSQUET-OAK

공릉동성당 공릉동성당 BOSQUET-OAK

국보디자인 명동성당 성애관 OAK BRUSH

(주)금성백조 평택교회 목공사 말라스

모인에스앤티 삼선포교원 BOSQUET-OAK SNOW WHITE

보금 상봉동 한샘교회 OAK

빅터하우스 분당 우리교회 TEAK

사랑의교회 서초 사랑의 교회 BOSQUET-OAK

새중앙교회
안양 새중앙 교회 선교관 BOSQUET-WASH OAK

새중앙교회 대부도 수양관 BOSQUET-WASH BRUSH

서연갤러리 동선동 삼선포교원 BOSQUET OAK

소망교회 여수 소망교회 KEMPAS

AGE건축 송탄 기쁜교회 UNIVERSAL OAK 外

엔츠 천산교회 UNIVERSAL - OAK

이동성당 의정부 이동성당 MERBAU

이안알엔씨 예인교회 목공사, BOSQUET 外

임광토건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MERBAU

종로성당 종로성당 BOSQUET OAK

중앙디자인 장지동 임마누엘 WOOD DECK 外

GS건설 분당 소망교회 BOSQUET-WASH OAK

창조인테리어 군포제일교회 BOSQUET OAK BRUSH

평강교회 오류동 평강교회 UNIVERSAL MERBAU



주요시공실적
   ☞ 병 원 공 사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CUBIT 발산동 미즈메디 병원 MAPLE 外

극동건설 청담동 병원 BOSQUET-OAK 외

대선건설 대구 재활의료센타 UNIVERSAL OAK

(주)대송 안동의료원 본관증축 및 리모델링 목공사 IPE

대우건설 양산 부산대학병원 UNIVERSAL MAPLE 外

(주)두레아키텍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UNIVERSAL OAK 

디자인일오삼 안산 세월호심리센타 BOSQUET BIRCH

메이디자인 역삼동 치과 BOSQUET BURGUNDY

분당치과 분당치과 BOSQUET BURGUNDY

비손건축
오류동 치과 MAPLE

인천 중동21세기 치과 강마루 - WALNUT

상미공영 서울시립병원 WALNUT

서울실내건축
청담동 에버원 솔루션 BOSQUET-OAK 外

논현동 하늘안과 신축공사 BOSQUET-TEAK BRUSH

솔토건축 해운대 재생한의원 BOSQUET-MERBAU

수연재 창원 푸른노인병원 BOSQUET SABLE 外

쌍용건설 신내동 서울의료원 UNIVERSAL ASH 外

CA건설(주) 쉬즈메산부인과 MAPLE 外

에스모드 일산 복음병원 BOSQUET - WINE MERBAU

이공디자인 대구 의학연구소 BOSQUET MERBAU

이안R&C
남양주 중앙의원 OAK 外

그린 산부인과 IPE 사이딩 外

자생한방병원 신사동 자생한방병원 BOSQUET-MERBAU

장학디자인 청담동 마리산부인과 BOSQUET-OAK

ZEN디자인 군포 노인요양병원 강화마루 OAK

중앙디자인 천호동 매일유업 산후조리원 BOSQUET-OAK

플러스디자인 잠실 자생병원 BOSQUET-OAK

플랜잇웍스 제주 성형외과 BOSQUET - BURGUNDY

현대산업개발 현대 아산 병원 PANGA PANGA

효대건설 죽전 요양원 BOSQUET 

희림건축 일산 암센타 증축동 OAK 外



주요시공실적
   ☞ 학 교 공 사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국보디자인 구 계성여고 성애관 리모델링공사 OAK BRUSH

금강TDC 숙명여대 무대공사 BEECH

(주)나우인벤트 서울지향초등학교 바닥보수공사 황토마루

(주)니드플레닝 경원대 비젼타워 무대공사 MAPLE 22T

대우건설 양산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UNIVERSAL- OAK

대혜건축 동산의료원 1공구 새병원 신축 적삼목, 적삼목 루바

더주노 송도 채드윅국제학교 MAPLE SOLID 22T

동의건축 울산대학교 목공사

두레기술건설 서울시립대학교 SM- MERBAU

봉림건설 수원 화성고등학교 OAK

삼성건설
성균관대학교 OAK 外
선문대학교 목공사

삼원에스엔디 제주영어교육도시 2차 국제학교 BOSQUET 

서울실내건축
서울대학교 OOO관 MERBAU SOLID

기술원 여주캠퍼스 인테리어공사 BOSQUET- CROQUIES, TEAK外

수산건설 홍제초등학교 목공사

(주)실버브릭 이화여자 외국어고등학교 목공사

씨제이건설(주) 고려대학교  미디어관 신축공사 WOOD DECK

영우아이디 LIG 넥스원 직장보육시설공사 강마루

위즈건설 용인 보정동초등학교 증축공사 OAK / 목공사

인디자인
중앙대학교 MAPLE

서울대 연구소 연구동 BIRCH

인스 국민대학교 목공사 SOLID MAPLE

장학건설 수원과학대 스쿠피라

지인스페이스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수장고 및 전시실 BOSQUET - MERBAU

KLG건설

남촌초등학교 목공사

서정초등학교 목공사

영광초등학교 목공사

금옥초등학교 목공사

신서초등학교 목공사

숙명여자고등학교 목공사

예일여자고등학교 목공사

환일고등학교 목공사

코오롱건설 수원 이의삼중학교 말라스

킹스맨 수원 CJ ONLY R&D PARK 4공구 BOSQUET - TEAK SMOOTH

한목디자인 중앙대학교 RED OAK

한탑디자인 대방 산후조리원 BOSQUET - OAK BRUSH

화풍건설 사당초등학교 SOLID 15T



주요시공실적

   ☞ 커피 / 미용전문점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HOLLYS Coffee

할리스 논현동점 AZTEC

할리스 일산점 AZTEC

할리스 용인점 AZTEC

할리스 강서점 AZTEC

할리스 동탄점 AZTEC

할리스 잠실1호점 BOS-Antique Smoke 

할리스 울산점 BOS-Antique Smoke 

할리스 동래점 BOS-Antique Smoke 

할리스 종로점 BOS-Antique Smoke 

할리스 잠실2호점 BOS-Antique Smoke 

할리스 익산점 BOS-Antique Smoke 

할리스 개화산점 BOS-Antique Smoke 

할리스 천호동점 BOS-Antique Smoke 

할리스 송도점 BOS-Antique Smoke 

할리스 구로동점 BOS-Antique Smoke 

할리스 이천점 BOS-Antique Smoke 

할리스 왕십리점 BOS-Carbon Golden

할리스 포항점 BOS-Carbon Golden

할리스 수색점 BOS-Carbon Golden

할리스 안세병원점 BOS-Carbon Golden

할리스 마포점 BOS-Carbon Golden

할리스 대치점 BOS-Carbon Golden

할리스 전주점 BOS-Carbon Golden

TWOSOME 

PLACE

투썸 서울대점 BOS-Antique Smoke

투썸 하남점 BOS-Antique Smoke

투썸 의정부점 BOS-Antique Smoke



주요시공실적

   ☞ 커피 / 미용전문점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Coffee Bean

커피빈사옥 접견실 BOSQUET-Teak

커피빈 청담점 ESSIA, MERBAU

커피빈 동부이촌동점 MERBAU

커피빈 역삼동2호점 빨라피

커피빈 부천점 빨라피

커피빈 수유동점 빨라피

NESCAFE 영등포점 OAK WHITE WASH

THATS COFFEE

더츠커피 삼성본점 탄화목

더츠커피 정왕역점 탄화목

더츠커피 논현점 탄화목

더츠커피 대전우송대점 탄화목

더츠커피 도곡점 外 탄화목

망고식스 전국 40여개 가맹점 BODQUET GOLDEN

시제이푸드빌 투썸플레이스 전국 가맹점 BOSQUET ANTIQUE

숨디자인 청담동 라파피니 커피점 RED  PINE 탄화목

애플망고 커핀그루나루 전국 가맹점 BOSQUET OAK, WADH

OCA 을왕리 오라(ORA) 카페 TEAK 원목

이철 헤어커커 전국 140여개 가맹점   ASH BRUSH WHITE OIL

SPC

파스쿠치 가맹점 화이트오크 세브런

던킨도너츠 가맹점 화이트오크 세브런,데크외

리나스 인사동점 화이트오크 세브런,데크외

베스킨라빈스 가맹점 화이트오크 세브런,데크외

파리바게트 가맹점 화이트오크 세브런



공사예정사항

발 주 처 공 사 명 시 공 자 재 비 고

케이지에코 용인남사(아곡)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데크포장

대현기건 용인남사(아곡)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OAK BRUSH외

이안알앤씨 KB락스타 청춘마루 신설(신축)공사 데크공사

예일디자인그룹 L3연구동 건설공사 OAK 

엄지하우스
회현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내 

호텔인테리어
PARQUET

엄지하우스 제주역사공원 2차공사 OAK

계선 용인 AP기숙사 인테리어공사 강마루 외

씨티종합건설
여수 엑스포타운 3-2BL 시티프라디움 

신축공사
데크공사

천안 불당3차(업무2BL) 시티프라디움 

신축공사
데크공사

안성 아양지구 C-1BL 시티프라디움 

신축공사
데크공사

덕산개발주식회사 도척면 상림리 174-1 공동주택(103동) 프라임 워시

국보디자인 영등포 메리어트호텔 피타일

장학건설(주) 용화선원 법보전 건립공사

명성인토피아 대명비발디파크 메인센터 증축공사

아이지엠아이디 동서식품 맥심사옥

제효 수안커피컴퍼니 동래구 수안동

대혜건축 계명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