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MAP GROUP is a fast growing architectural design and total engineering company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eld focusing on creating client-centered value with full of know-how, philosophy, and great teamwork embracing 
free-spirit and ambition. MAP GROUP consists of MAP HANTERIN Architects & Engineers, KPEC with mechanical, 
electrical, civil, structural, and process engineering, and EZER Construction specialized in passive house and eco-
friendly construction. 

MAP GROUP offers total design and engineering service from the preliminary design phase to construction phase. 
As a global group, the professionals in each discipline including local designers in the international branches 
have led design and engineering in the field of Plant, Industrial Plant, Urban design, Residential, Commercial, 
Office, Resort, Hotel, etc. By cooperating with internationally well-known architectural companies, MAP has built 
reputation on successful design in domestic/international urban planning, and complex-development project.   

MAP GROUP has put the best effort to create sustainable and eco-friendly environment through design. By 
operating BIM R&D with endles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3D Modeling System, many projects were completed 
in success. As an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company expressing enthusiasm and its philosophy, MAP GROUP 
promises to keep contributing for bright future in architectural culture.

엠에이피그룹은 고객중심의 가치창조를 제1의 목표로 지향하여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노하우와 철학, 그리고 지성인들의 자유정신과 패

기를 아우른 팀워크로 국내외 건설산업의 설계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설계 및 종합엔지니어링 서비스 전문회사

입니다. 건축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주)엠에이피한터인 종합건축사사무소와 기계, 배관, 전기, 계장, 토목, 구조설계 엔지니어로 구성된 

케이펙기술(주), 패시브 하우스 및 친환경 건축전문 시공의 (주)에제르건설 등으로 이루어진 건축전문그룹입니다. 

프로젝트 초기 기획단계부터 설계 및 시공단계까지 토탈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분야 다수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세계각지에 해외지

사망을 갖추어 글로벌한 건축감각과 기술력으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분야를 

리드하고 플랜트 및 산업시설, 도시계획,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리조트, 

호텔 등의 분야에 다양하고 폭넓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대규모 

도시개발 및 복합개발 프로젝트 등에서 세계적인 유수한 건축디자인 회사들과 

협업을 통한 탁월한 성과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설계를 통하여 보다 나은 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이끌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BIM 연구소를 운영함으로 3D 

Modeling System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3D를 선도하고 있습

니다. 건축의 열정과 철학을 표출하는 건축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밝은 미래를 향한 건축문화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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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설립

Established HANTERIN A&E Co., Ltd.

HiStorY & orGAniZAtion

K·PEC기술, ISO 9001 인증

한국메세나협회 공식 후원 등록, 기업 메세나 활동 시작

에제르 솔리스트 앙상블 창단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본사 사옥 취득 및 이전

Applied of K·PEC  ISO 9001.

Officially registered for sponsorship of Korea Mecenat Association
and Involved in Mecenat activities.

Established EZER Soliste Ensemble.

Acquired and moved to the head office of MAP GROUP in Yangjae, Seoul.

베트남 타이슨그룹과 합작법인 MAP THAISON 설립

엠에이피한터인, ISO 9001 인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등록 (제06-000812호)

㈜엠에이피한터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상호변경

BIM Storm London Live : Use of Interoperability Award.
Established MAP THAISON jointed with THAISON GROUP in Vietnam.
Applied of MAP HANTERIN A&E ISO 9001.
Registered Engineering business (No. 06-000812).
Changed the company name to MAP HANTERIN A&E Co., Ltd. 

MAP GROUP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미국 현지법인 HANTERIN US INC. 설립

북경공업설계원 천진분원 취득

종합감리업 등록 (제서울S-1-342호)

Established MAP GROUP branch in Vietnam.
Established HANTERIN US INC. in USA as a HANTERIN branch. 

Acquired a branch in Tianjin BIDRI.
Registered comprehensive supervision business (No. S-1-342).

해외건설업신고필 (제314호)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 1종 등록 (제서울E-308호)

Registered off-shore construction business under reg. (No. 314).
Acquired grade 1 certificate for high & low tension electric power design
(Certificate No. Seoul E-308).

중국 현지법인 설립 (천진중한흥건축공정설계자문유한공사)

Established an A&E affiliate China HANTERIN A&E Corp. in Tianj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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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현지법인 K·PEC EU s.r.o 설립 

계열사 K·PEC기술㈜ 설립 (플랜트 종합엔지니어링사)

Established K·PEC EU s.r.o. in Czech Republic.

Established of K·PEC as a MAP GROUP affiliate.

CHINA HANTERIN 중건북경설계 연구원 분원 취득

독일 HENN ARCHITEKTEN과 업무 제휴

중국 CM사업 업무 개시

인도 현지법인 HTI ENGINEERING PVT Ltd. 설립

China HANTERIN registered as the Branch Office of China Beijing Design Co.
Associated with HENN ARCHITEKTEN in Germany.

Commenced CM business in China.
Established HTI ENGINEERING PVT LTD. in India as a HANTERIN branch. 

파슨스 브링커호프사와 설계 및 CM업무 제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건축환경연구소 제20041814호)

감리전문회사 등록 (등록번호 제5건321호)

Associated Design and CM with PARSONS BRINCKERHOFF.
Established enterprise annex research institute. 
Registered as a construction supervision specialize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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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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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 ADMIN.
경영기획부문 경영지원

홍보디자인&cG

경영기획

Administration

Pr design & cG 

Business Planning

2008 BIM Storm London Live : Use of Interoperability Award 수상

BIM Storm London Live : Use of Interoperability Award

2014 한일호 대표,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산업포장 수훈

빌딩스마트협회 BIM Award 우수상 수상

오토데스크 코리아 BIM Award 우수상 수상

International contractors Day, A President of MAP hanterin won An Industrial Service Medal from ICAK.
MAP HANTERIN A&E received the BIM Excellence Award BSK.
MAP HANTERIN A&E received the BIM Excellence Award Autodesk Korea.

2015 엠에이피한터인, 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상 국회의장상 수상

케이펙기술, 한일호 대표 올해의 플랜트엔지니어 공로 수상

엠에이피한터인, 덴소코리아 일렉트로닉스 수행에 공로 수상

MAP HANTERIN A&E received Korea Environmental Awards 2015.
Established K·PEC EU s.r.o. in Czech Republic.
MAP HANTERIN A&E received Korea Environmental Awards 2015.

오토데스크 코리아

BIM Award 상패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산업포장 훈장

빌딩스마트협회 

  BIM Award 상패

AWArdS



Overseas Works

Overseas Branches

Overseas Co-Work Company

 oVErSEAS nEtWorK

Tripoli

Ghana

Cairo Jeddah

Kuwait

Hyderabad

Moscow

Delhi

Phnom Penh

Almaty

Hanoi

Sichuan

Tashkent Beijing Dalian

Yentai

Rizhao

Nanjing
Yancheng

Chongqing

Changzhou

Shanghai

Tokyo
La Grange

Macon

New York

Brazilia

Cebu
Monterrey

Caracas

tiAnjin

MAP cHinA HAntErin ArcHitEctS & EnGinEErS
A502, TianRun Science & Technology Park,  
No.110, TEDA, Tianjin, China
T +86.22.6630.9620     F +86.22.6630.9610

cHinA

SEouL

MAP HAntErin ArcHitEctS & EnGinEErS
KorEA PLAnt EnnGinEErinG coMPAnY
EZEr conStruction
MAP Bldg. 19 Baumoe-ro 18-gil(Yangjae-dong), 
Seocho-gu, Seoul, Korea 
T +82.2.520.9300     F +82.520.9390

KorEA

PrAHA

KPEc Eu S.r.o
Olšanská 55/5, 130 00 Praha 3, Czech Republic
T +042.736.672.022

cZEcH

cHEnnAi

Hti EnGinEErinG PVt
No.3/206, Asthalakshmi Avenue, Parthasarathy Nagar, 
Manapakkam, Chennai-600 116. Tamil Nadu-India
T +044.2252.3743     F +044.4266.9765

indiA

AtLAntA

MAP HAntErin uS inc
1515 Hogansville RD #177, Lagrange, 
GA 30241-1487
T +1.706.881.1065

uSA

Ho cHi MinH

MAP HAntErin VinA
MAP tHAiSon ArcHitEcturE dESiGn (jVc)
No.3, 3 Thang 2 Street, Ward 11, Dist 10, HCMC, Vietnam
T +84.8.6290.6431     F +84.8.6290.6440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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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클래스

01
워크샵

03
체육대회

04
송년회

MAP cuLturE

MAP GROUP always put the best effort to secure wellbeing for the employees and to improve work 

environment through offering cultural programs and various events. Through workshop, athletic meet, 

and ear-end party, the unity among staffs are planned, and classical music concert and cultural activities 

including flower class and leather crafting has been offered to the employees. 

MAP GROUP은 다양한 사내/외 행사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기업 홍보와 근무환경 개선 및 임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항

상 노력합니다. 워크샵, 체육대회, 송년회 등의 사내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문 음악가 및 성악동호인 

등을 초청하여 클래식 공연과 전문 강사진을 초빙하여 플라워 클래스, 가죽공예 등 다양한 취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업무 이외의 

다양한 문화를 임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MAP ArtS & BuSinESS

Meeting with company and arts is a way of the   Business and the culture growing together

기업과 예술의 만남은 기업과  문화예술이 함께 발전하는 길

지속적으로 동등한 사업파트너로서 교류할 수 있는 한국메세나협회의 일원으로  

가지고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장기간 협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MAP GROUP과 문화예술단체가

더욱 책임감을
MAP GROUP과 예술의 만남

How is the meeting with MAP GROUP and Arts

왜 기업과 문화예술인가?
Why Arts and Business? 

에제르 솔리스트 앙상블
EZER Soliste Ensemble

As a member of Korea Mecenat Association which 
MAP GROUP will grow as a company with responsibility and responsibility and respe

interacts with cultural and art organizations as equal business partner, 
ct on the basis of mutual trust by cooperating with them for a long time. 

Some of classical music loving vocalists have planned for various performances to 
MAP GROUP is a company spreading classical music to secluded areas and serving
by donating profits earned through cruise charity concert to the Korean Association

please public through music. The arts have power to touch people and unify them. 
society through arts.  Also, we have contributed to lead the nation to the bright future and cultural advanced country 
of Children of Childhood Cancer (Two concerts were being held in 2015~2016 at Han River “Ara” Ship)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성악인들이 ‘노래를 통해서 대중을 즐겁게 하자’라는 목표로 다양한

소외된 지역에 클래식 음악을 전파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이태원문화원(루체)과 공동주최한 

음악을 통해 밝은 미래와 문화 선진국으로 이끌어 가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화합하는 힘이 있습니다. MAP GROUP은 예술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한국 소아암 어린이돕기 자선 음악회(2015~2016년 한강아라호, 2회 공연)’에서는 모금액 전액을 한국 소아암 어린이 협회에 기부하는 등 

It is competitive era to survive with a one specialty in business. In such age of limitless
When our professionalism integrates with creativity of art, we believe that MAP can

competition, a strength of a partner can become my strength. 
can lead the changes and bring innovation. 

한가지만으로 살아남기 힘든 치열한 경쟁시대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파트너의 강점은 나의

기업의 전문성과 문화예술의 창의성이 결합하여 변화를 이끌고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강점이 됩니다. 

BuSinESS

ArtS

EZEr

MEcEnAt

SoLiStE 
EnSEM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