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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축2018-2019  PROJECT

By groundbreaking the 9.8GWh battery plant in Jackson County, Georgia in the year of 2018, SK Innovation announced that the plant would secure the 
largest production volume in the North American market throughout the phased investment. Since the Kia Motors' U.S. plant design in 2006, we, the 
M.A.P group, won this project with rich performance and know-how in designing industrial facilities achieved by the Kumho Tire, Hyundai Mobis and 
Hanwha QCells' manufacturing facilities in the shortest amount of time. this project is being conducted between Korea and the U.S. branches by real 
time cooperation.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Jackson County에 9.8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금년 초 착공하여 단계적 투자를 통해 장차 북미시장에서 국내 공급사 중 가장 큰 생산량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당사에서 1단계 설계를 일괄 진행 중이다. 2006년부터 진행한 기아자동차 미국공장을 시작으로 금호타이어, 현대모비스, 한화큐셀 등 산업시설 

설계를 최단시간에 현지 방식으로 수행한 당사의 풍부한 실적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으며 한국과 미국 지사 실시간 협업 및 전사적 역량 투입으로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SK Innovation Georgia Plant, USA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 공장

Client SK innovation

Location Steve Reynolds Ind. Pkwy, Commerce, 
GA 30529, Atlanta, US

Site Area 1,146,370.00㎡

Gross Floor Area 126,752.00㎡

Stories Main Bldg. 2F, Utility&Sub Bldg. 1F~2F

Structure Steel Structure

Client IT Engineering

Location Gimje, Jeollabuk-do, Korea

Site Area 82,211.00㎡

Gross Floor Area 29,227.81㎡

Stories Factory 2F, Office B1~4F

Structure SC, RC

IT 엔지니어링 Q20 전기차 생산 공장

IT Engineering Q20 Electric Vehicle Factory

It is the first integrated electric vehicle manufacturing facility 
in Korea which has an annual production capacity of twenty 
thousand units.  

국내 최초 전기차 완성차 생산공장으로 연간 2만대의 소형 전기상용차를 

생산하는 규모이다.

Hanwha Q Cells Solar module Factory is the first solar module manufacturing 
plant in the U.S. and the fifth of them worldwide of which designed by MAP 
Group. To keep the leading position of the solar module market in the U.S., 
the Hanwha Q cell invested one hundred fifty million dollars constructing new 
manufacturing plant with  annual manufacturing capacity of 1.6GW and more.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고출력 모듈을 지

향하는 미국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1.6GW(약 25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전기량) 규모로 건설되는 공장으로 한국(음성, 진천), 중국, 말레이시아에 이어 5번

째 건설되는 생산 공장이다. 미국 내 태양광 모듈 공장으로서는 최대 규모로 약 1억 5천만

달러(약 1,700억)가 투입되었다.

HANWHA Q Cells Solar Module Factory, USA

Client HANHWA Q Cells

Location Carbondale business park, Dalton, GA 30721, US

Site Area 121,406㎡

Gross Floor Area 34,216㎡

Stories Factory 1F, Office 2F

Structure Steel Structure

한화큐셀 미국 태양광 모듈 생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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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PROJECT 산업건축

현대자동차 알제리 GMI CKD 공장

HYUNDAI Motor GMI Bus & Truck Plant, Algeria

Client   HYUNDAI Motor     Location   Batna Province, Algeria     Site Area   36,932.09㎡

Gross Floor Area   12,902.00㎡     Stories   2F     Structure   SC

GM Korea 창원 도장 공장

GM Korea Changwon Plant Paint Shop, Korea

Client   GM Korea     Location   Changwon, Kyungsangnam-do, Korea     Site Area   731,401.20㎡

Gross Floor Area   86,859.08㎡     Stories   3F     Structure   SC

성우하이텍 인도 AP 공장

Sungwoo High-Tech AP Factory, India

Client   Sungwoo High-Tech
Location   Penugunda Mandal, Anantapur Dist., India
Site Area   140,411.40㎡

Gross Floor Area   51,256.61㎡

Stories   Factory 1F, Office 2F
Structure   Steel, RC

KLM 파키스탄 카라치 공장
KIA Lucky Motors Karachi Plant, Pakistan

Client   KIA Lucky Motors
Location   Bin Qasim Industrial Park in Karachi, Pakistan
Site Area   404,950㎡

Gross Floor Area   64,800㎡

Stories   2F
Structure   Steel, RC

NVH 코리아 인도 공장

NVH Korea Factory, India

Client   NVH Korea
Location   Penugunda Mandal, Anantapur Dist., India
Site Area   113,886.35㎡

Gross Floor Area   38,886.06㎡

Stories   Factory 1F, Office 2F
Structure   Steel

The third generation electric vehicle battery plant in Komarom, northern Hungary, is predicted to be served as a base for SK Innovation's strategy to 
be global No.1 Electric Vehicle battery maker by dominating the European E.V. Battery market first. The second phase of planning is being conducted 
by following the primary plant construction begun.

SK이노베이션의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공략에 발맞추어 헝가리 북부 코마롬(Komarom)에 건설 중인 3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으로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배터리 메이

커로 도약하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배터리 공장의 설계는 구조와 피난 관련 현지 설계사와의 협력은 물론 전기, 설비와 소방, 클린룸 및 프로세스 장비 관

련 각종 유틸리티 설계를 종합해야 하는 최고난도의 프로젝트로 1차 공장 계획 설계에 이어 현재 2차 공장 일괄 설계를 진행 중이다.

SK이노베이션 헝가리 코마롬 공장

SK Innovation Komarom Plant, Hungary
 

Client SK innovation

Location Komarom Industrial Park, Hungary

Site Area 427,957.00㎡

Gross Floor Area 114,269.55㎡

Stories Main Bldg. 4F, Utility&Sub Bldg. 1F~2F

Structure Precast Concrete Stee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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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Janghyeon District A3 BL. Apartment LH Yangju Huecheon District A25 BL. Apartment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 장현 A-3 BL. 공동주택 설계공모(당선)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 회천 A25 BL. 공동주택 설계공모(당선)

Client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Location  Janghyeonduil-gil, Siheung-si, Gyeonggi-do

Site Area 25,152.00㎡

Gross Floor Area 68,594.06㎡

Stories B1F, 25F (534 Units)

Structure RC

설계담당 이창용, 최주희, 권용한, 배정현, 노경채, 배소정, 홍진호, 최유나, 권민경

Client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Location Yangju Huecheon District A25 BL. Gyeonggi-do

Site Area 57,142.00㎡

Gross Floor Area 107,181.31㎡

Stories B1F, 25F (1,452 Units)

Structure RC

설계담당 이창용, 전성민, 정관영, 이선영, 배소정

공동주택2018-2019  PROJECT

P2P(Peer to Peer) town development that shares nature and daily life.  Forming an architectural public space network in a complex situated in 
a boundary between city and green area, thereby maintaining continuity between nature and green area, and to form a unique town community, 
introduce new methods of sharing and communicating, and for new residents who are not accustomed and for local residents, share landscape and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ity and nature and recover a sense of permanency and civility. 

자연과 일상을 공유하는 P2P(Peer to Peer) 마을 만들기!  도시와 녹지의 경계에 위치한 단지에 건축적 공유공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줌으로써 자연과 도시 가로 사이에 연

속성을 유지하고 개성 넘치는 마을 커뮤니티가 탄생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과 공유의 모델을 제시하여 이 땅이 낯선 새로운 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이 도시와 자연의 관계에서 

경관과 일상을 공유하고 정주성과 시민성을 회복하게 하고자 계획하였다.

The government aims to realize the value of the area surrounded by noisy railroads and overpasses at the entrance of Yangju district where will be 
transforming into a village of life and various communities including local communities at the southern part of the Yangju area. This new plan for the 

abandoned area is expected to be achieved social accomplishment as a new direction of condominium complex planning.  

철도와 고가도로의 소음, 분양 단지와의 사회적 격차로 둘러싸인 양주 회천 A25BL은 대지 남측에 위치한 문화공원을 뿌리로 지역공동체를 포함한 다양한 공동체로 엮인 성

장 줄기로써 새롭게 도약하는 ‘삶의 과정이 담긴 마을’이 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SMART HUB 양주’와 함께 회천지구의 진입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함께 성

장할 수 있도록 단지를 열어주어 임대 아파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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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9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Heukseok Dist. 9 Reconstruction Apartment

Client POSCO E&C, GS E&C, HYUNDAI E&C     
Location Doma & Byeon-dong Seo-gu, Daejeon     
Site Area 142,481.00㎡     
Gross Floor Area 540,255.86㎡     
Stories B1F, 30F (3,713 Units)
Structure RC

Client GS E&C     
Location Heukseok-ro, Dongjak-gu, Seoul, Korea     
Site Area 93,641.00㎡     
Gross Floor Area 248,461.65㎡     
Stories B3F, 25F (1,568 Units)     
Structure RC

The plan is designed to accommod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lex, where located between the youdeon-chon and 
city. It was equipped with a wide central square to enhance 
the openness and comfort of the complex, thus linking it 
to the sunken community area. In addition, the elevation of 
the condominium reflects the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willow pattern that is symbol of the Yudeung Stream. A sky 
community space of the complex is another specialties of the 
project which contribute to the remarkable scenery at the 
area.

본 계획안은 대상지 동측이 유등천과 접해있고 북서측은 도시로 이어지

는 단지의 특성에 맞추어 전체 경관디자인을 계획하였다. 도시와 자연을 

동시에 접할 수 있도록 단지 동서로 GOLDEN GATE(골든게이트)를 형

성하여 통경축을 극대화 하였으며, 그 중심에 단지의 개방감과 쾌적성을 

향상시켜주는 넓은 중앙광장을 확보하여 선큰 커뮤니티와 연계하였다. 

천변에 위치한 주동들은 유등천의 상징인 버드나무의 패턴을 현대적으

로 해석하여 디자인에 반영하고 최상층에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프리미엄 랜드마크 경관을 실현하였다.  

The site is located in front of the Han River. We wanted to make it a landmark 
of Seoul by aligning the green axis of Dalsan mountain using the twenty four 
thousand square meter open plaza in the site. The community facilities are 
specialized by the sky lounge and gate shaped mega structural building is 
another landmark of the area.

본 계획안은 한강을 앞에 두고 강남, 강북의 모든 것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중심에 위치한

다. 따라서 CENTRAL(중심)과 ROYAL(최상급) 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여 흑석을 넘어 서

울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북측의 북악산과 남측의 서달산의 녹지축을 

이어주는 녹지통경축을 조성하고 인근 근린공원과 연계하여 8,000평대의 광장을 확보하였

다. 통경축을 따라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과 스카이 커뮤니티, 메가게이트 주동디자인은 트

리플 랜드마크로서 흑석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낸다.

In order to maxim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tes that are located in between Banpo-cheon and Han River, the central plaza has been planned 
that is bringing both streamline into the condominium complex. By placing the sky-bridge that is connecting three buildings all together shaped as 
gateway, it becomes a landmark around the area.

반포천과 한강을 어우르는 대상지의 특성을 극대화하고자 특화된 조망 계획과 100% 남향 배치를 통해 우수한 거주환경을 계획했다. 그리고 대규모 중앙광장을 확보하여 

반포천 공원과 단지 내 광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반포천을 입주민의 생활 속으로 끌어들였다. 또한 최상층과 중간층의 스카이 브릿지를 통해 3개의 주동이 유기적

으로 이어지는 게이트형 주동을 계획하여 반포 프리미엄의 관문을 형상화하고 한강과 반포천을 잇는 통경축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반포천변 경관의 아이콘이 될 수 있게끔 

TREASURE STREAM의 요소를 주동디자인에 반영하여 서초구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HDC I-PARK Banpo Apartment 
Reconstruction 
현대산업개발 반포아파트 제3주구 재건축(당선)

Client HDC (Hyundai Development Company)

Location 1109 Banpo, Seoch-gu, Seoul Korea

Site Area 117,114.00㎡

Gross Floor Area 494,090.93㎡

Stories B3F, 35F (2,092 Units)

Structure RC

설계담당 이창용, 전성민, 최정욱, 정관영, 권용한, 최명수

공동주택2018-2019  PROJECT

대전 도마·번동3구역 주택재개발

Daejeon Doma·Byeon-dong Dist. 3 
Reconstruction 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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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PROJECT 일반건축

This project is intended to secure the preservation of national literature by decentralizing and preserving of National Assembly records.  It is 
conceptualized by re-interpreting the space of Seowon which is traditional education facility. It is three story building. The ground floors shall remain 
for free open reading rooms and the second floor is designated for professional textbooks. On the third floor, there is comprehensive reading rooms 
enclosed by the archives, so the building shaped as square. The building elevation is composed by continuous horizontal patterns that represent the 
closed side of books with the symbol of parliament.

본 계획안은 국가문헌의 보존 공간 확보 및 분산 소장의 필요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회기록물의 영구보존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공간 프로그램 계획 시 서원의 교육방식

인 유식공간·강학공간·제향공간을 수평에서 수직으로 재구성하였다. 총 지상 3층으로 1층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공간, 2층에는 전문서적 열람공간, 3층에는 업무/관리

공간으로 구성하였고, 주요실인 종합열람실과 밀집서고를 중앙에 배치하여 정방형 매스로 계획된 것이 특징이다. 입면 계획은 책의 켜 및 휘어진 모습을 형상화한 수평적 입

면패턴을 적용하고 국회의 상징성을 확보를 통한 아이덴티티를 반영하였다.

National Assembly Library
Material Preservation Center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당선)

Client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Location 630-1, Myeongji-dong, Gangseo-gu, Busan, Korea

Site Area 32,000.00㎡

Gross Floor Area 13,708.33㎡

Stories 3F 

Structure RC

설계담당 김정록, 김동백, 박영권, 이세진

Client HANYANG E&C

Location Namyangju-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1,868.20㎡

Gross Floor Area 15,415.17㎡

Stories 4F, 10F

Structure RC

설계담당 유훈, 이진우, 안재도, 박경민, 우수민

Dasan Officetel, Namyangju
남양주 다산동 오피스텔

The plan is to build an residential office with retail stores at the 
first floor equipped with high level of security systems and home 
network. The mezzanine floor units are located on the 2nd to 4th 
floor and typical office units are located on the 5th to 10th floor. 

본 계획안은 인지성이 높은 교차로 코너 부지에 최고의 향과 조망을 갖추어 

분양성이 높은 소형평형 위주의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상 1층은 

상가형 스트리트와 바람공원을 연결하는 가로 대면형 상가 구성으로 상품성

을 극대화시켰다. 지상 2~4층은 4m의 높은 층고를 갖춘 복층형 세대, 지상 

5~10층은 맞춤형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소형평형 오피스텔로 계획하였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Daegu Center of 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This plan is designed to move all of the digital data saved into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public agency's work system into the cloud server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security of information resources. It is consist of three buildings that are administrative/business and welfare facilities, 
the computer-generated management and support facilities. Security,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were strengthened by the zoning plan 
considering horizontal facility links while maintaining independence of each group. At the entrance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the Cloud pattern is 
symbolized the robustness of security that was planned using the Louver module. Another elevation of atrium reflects the flow of natural scenery.

본 계획안은 정보자원 관리의 효율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장비와 공공기관 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

환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총 3개의 동으로 계획되어 행정동은 관

리/업무/후생복지 등의 시설, 전산동은 전산관리 및 지원 등의 시설, 방문자

센터는 방문자 및 경비원을 위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동별로 독립성을 가

지면서도 수평적 시설연계를 고려한 조닝계획으로 보안성·접근성·편의성을 

강화하였다. 행정동 입면에서는 루버 모듈을 이용해 보안의 견고함을 상징화

한 클라우드 입면을 계획하였고, 중정 입면에서는 자연경관의 흐름을 반영하

였다.

Client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Location 448, Dohak-dong, Dong-gu, Daegu, Korea     
Site Area 81,367.00㎡     
Gross Floor Area 34,917.94㎡     
Stories B3F, 3F     
Structure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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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2018-2019  PROJECT

This plan is a project to build a state-of-the-art work environment to promote the advancement of sports administration and unify the variations of 

the related cooperated organizations. It is intended to create a sports administrative town in harmony with nature by maintaining the historical nature 

of the Mongchon Fortress and the Olympic Park near around. The elevation of the new building was planned as a low-rise circular building with active 

consideration of the Mongchon Fortress.  The repetitive pattern of horizontal belt was projected to the elevation of main building that is linking the 

entire flow of the building. Also the building section was designed to actively utilize the level of existing land by concentrating the exhibition rooms 

and  amenities at the lower level and locating business offices at the higher level on the building.

본 계획안은 최첨단 업무환경을 구축하여 스포츠 행정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각종 유관 단체의 

결집을 도모하며 몽촌토성의 역사성 및 올림픽 공원의 맥락을 유지 및 계승하기 위해 자연과 역

사가 조화를 이루는 스포츠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신관의 입면은 몽촌토성과 

주변 환경을 적극 고려하여 저층형 원형 건물로 계획하였고, 본관은 수평 띠와 반복패턴으로 건

물 전체 흐름을 연계하여 입면 요소에 투영하였다. 또한 저층부에 전시 및 부대시설, 고층부에 

업무시설 집중배치로 기존 대지의 레벨을 적극 활용한 단면 조닝계획을 하였다. 

Olympic Sports Complex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

Client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Location 424, Olympic-ro, Songpa-gu, Seoul, Korea

Site Area 123,492.30㎡

Gross Floor Area 86,941.35㎡

Stories B2F, 18F

Structure RC

설계담당 안재도, 박지혜, 서정훈, 김대현, 고유정, 권소연

E8-3 District 

판교 제2테크노밸리 E8-3구역

Pangyo 2nd Techno-valley E8-3 District

Client i2BIZ & Wisdom Consortium
Location Pangyo 2nd Techno-valley, Sungnam, Gyounggi-do, Korea     
Site Area 2,584.00㎡     
Gross Floor Area 18,469.92㎡     
Stories B4F, 8F     
Structure RC

Work facilities, R&D facilities, support facilities and shared facilities were 
zoned to ensure efficient use by companies, local residents and customers. 
It is seventeen story building consisted of offices and many other amenities 
such as the library, fitness center, and restaurants, The ground floor has 
an wide open space used as ICT experience center, mentoring booth, and 
work daycare center, so anyone can visit them. The second and third floors 
have shared offices for start-up companies. The fourth and 12th floors are 
planning to study 'Work-Life Balance Zone, which is a special space for 
start-up businesses. The building appearance represent the rapid growth of 
ICT technology by using vertical pattern and applied eco-friendly items.

업무시설, 연구시설, 지원시설, 공유시설을 연계하여 기업,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이용에 

효율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획했다.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12층으로 지하1층은 다목

적홀, 체력단련실, 건강상담실, 식당 등의 지원시설, 지상1층은 미디어월, 멘토링부스, 직

장어린이집 등의 오픈형 공간을 배치하여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공유형 오피스를 조성, 

2~3층은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한 연구·업무시설, 4~5층은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임대

시설, 6~8층은 휴식·아이디어룸을 중심으로 한 업무시설을계획했다. 외관은 ICT기술의 

빠른 성장성을 수직패턴으로 상호관계성을 패턴조합으로 표현하였다.

Client MEGAZONE
Location Pangyo 2nd Techno-valley, Sungnam, Gyounggi-do, Korea     
Site Area 2,853.00㎡     
Gross Floor Area 22,551.80㎡     
Stories B5F, 12F     
Structure RC

This projects are to plan a building for start-up enterprises to form 
a cluster of innovative technologies the secon Techno Valley in 
Pangyo, Korea. It is twelve story high building including parking lots 
underground. A Multi-purpose halls and fitness centers are located 
on the first floor, and the rest of floors are consist of offices that 
correspond to the purpose of each task.

 본 계획안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혁신기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혁신기업의 

오피스와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다.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12층으로 지하 1층은 다목적홀, 체력단련장 등의 지원시설, 지상 

1층은 혁신 라운지, 멘토링부스 등의 오픈형 공간의 제공 및 운영을 통해 문화·

교육·업무 및 연구 교류가 이루어지며, 지상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각각의 업

무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다채로운 평면으로 계획하였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E8-5구역

Pangyo 2nd Techno-valley E8-5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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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PROJECT

No. Project Name Client

1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 장현지구 A-3 BL. 공동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 회천지구 A25 BL. 공동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3 현대산업개발 반포아파트 제3주구 재건축 현대산업개발

4 대전 도마·변동3구역 주택재개발 포스코/GS건설/현대건설

5 인도 뭄바이 반드라 공공지구 재개발사업 M/P용역 한국수출입은행

6 LINE 프로젝트 롯데건설

7 서울등서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공사 서울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8 육군 고성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BTL 일신건영/국방부

9 남양주 다산동 신규 오피스텔 개발사업 한양건설

10 영등포구 총괄우체국 건립공사 설계용역 우정사업본부

11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제안 부천시

1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신축공사 조달청

13 서산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서산시청

14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포스코건설

15 블루버드 CC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및 추가시설 신축사업 블루버드 CC

16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조달청

17 부산통합청사 실시설계 동부건설

18 천안골드힐 C.C. 클럽하우스 신축공사 대보건설

19 SK 이노베이션 Battery 미국 공장 신축공사 SK이노베이션

20 SK 이노베이션 Battery 헝가리 공장 신축공사 SK이노베이션

21 GS Elevator 베트남 공장 신축공사 GS건설

22 현대자동차 베트남 딴콩그룹 자동차 CKD공장 신축공사 현대자동차

23 알제리 GMI 버스공장 신축공사 GLOBAL GROUP

24 삼양사 EP 베트남 공장 신축공사 삼양사

25 NVH Korea 인도 공장 신축공사 NVH Korea

26 성우하이텍 인도 공장 신축공사 성우하이텍

27 서연이화 인도 공장 신축공사 서연이화

28 효성 스판덱스 인도 공장 신축공사 효성

29 도레이 인도 공장 신축공사 도레이

30 IT엔지니어링 Q20 전기차 생산공장 신축공사 IT 엔지니어링

31 GM 코리아 창원 공장 도장공장 증축공사 GM Korea

32 CARGILL 평택 공장 계획설계 CARGILL

33 안성 테스나 반도체 공장 신축공사 테스나

34 화천기공 영광2공장 신축공사 화천기공

35 금호폴리캠 대전 연구소 금호폴리캠

36 삼성바이오로직스 리모델링 공사 연간 단가용역 SBL

1No. Project Name Client

1 한국카길 평택 공장 Mac III 법규 및 사업비 검토용역 한국카길

2 시흥가압장 건설공사 건축 감리용역 GS파워

3 인천 수소충전소 감리용역 현대자동차

4 강동 수소충전소 감리용역 현대자동차

5 국회 수소충전소 감리용역 현대자동차

6 광주기아자동차 3공장 하역장 증설 전기/소방공사 감리용역 기아자동차

7 현대모비스 울산 ek3 울산공장 플랫폼 구축관련 신축공사 감리용역 현대모비스

8 현대머티리얼 인도법인 신축공사 컨설팅 용역 현대머티리얼

9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 BPA 시험실 조성공사 현대모비스

10 현대모비스 울산 수출3물류센터 자동화창고 구축공사 감리용역 현대모비스

11 현대파워텍 서산 감마 CVT 4공장 증축공사 감리용역 현대파워텍

12 현대파워텍 화성연구소 시험2동 신축공사 감리용역 현대파워텍

13 GS파워 부천 연료전지 발전사업 감리용역 GS파워

14 안양 호계지구 5블록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 투웨이퍼스트호계

15 풍산특수금속 강화공장 공사 감리용역 풍산특수금속

16 기아 함평야구장 공사 감리용역 현대엔지니어링

17 강릉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사업관리용역 인코테크

18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 BPA 시험실 조성공사 현대모비스

19 현대자동차 가락사옥 신축공사 감리용역 현대자동차

No. Project Name Client

1 인천화력 연료전지 15MW 종합설계 금호건설

2 율촌 연료전지 발전사업 100MW TA 맥쿼리 캐피탈

3 인천 LNG기지 BOG활용 연료전지 타당성 조사 (한국수력원자력, 100MW) 한전기술

4 SK케미칼 청주공장 연료전지 발전사업 FS SK D&D

5 충주 연료전지 발전사업 60MW FS SK D&D

6 음성 에코파크 20MW 기본설계 SK D&D

7 청주 에코파크 20MW 기본설계 SK D&D

8 GS파워 부천연료전지(10.56MW) 기본설계 및 기술지원용역 GS파워

9 울산 연료전지 2단계 발전사업 한양산업개발

10 화성 연료전지 발전사업 20MW SK E&C

11 평택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20MW SK E&C

12 정읍 바이오매스 20MW 엠에코에너지 (코오롱, EG)

13 파주 LGD 2018년 투 자대상 구간 & 구미 LGD 2018년 투자대상 구간 서브원

2018 수주 프로젝트

건축설계부문 수주 프로젝트 건설사업관리부문 수주 프로젝트

플랜트 엔지니어링부문 수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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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Expo 2019 was held at Dongdaemun Design Plaza in Seoul from June 

19 to 21. This exhibition, hosted by the National Hydrogen Economy Forum, is the 

first exhibition in the Hydrogen industry to be attempt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By sharing key issues and countermeasures for smooth transition to the hydrogen 

economy society, examples of future developed countries and future plans, it is a 

conference to discuss the construction of the Hydrogen ecomomy system. Various 

contents such as various experience events, exhibitions of hydrogen cars and fuel cell 

related municipalities and companies were exhibited.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가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었

다. 국회 수소경제 포럼이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수소 산업 전문 박

람회로 수소경제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핵심 이슈와 대응 방안,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와 

향후 계획을 공유함으로 범지구적 수소경제 체계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컨퍼런스다. 각종 체험 

행사와 수소자동차와 연료전지 관련 지자체 및 기업들의 전시 등 다양한 컨텐츠가 전시되었다.

대한민국 수소 엑스포

플랜트 엔지니어링2019  FOCUS

HYDROGEN ECONOMY ROADMAP
* 수소경제 :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경제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

2019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출처 : 정부관계부처 합동]

2019 KOREA HYDROGEN EXPO

Developer  Korea South-East Power Co.
Location  Yuseong-gu, Daejeon
Capacity  11.44MW, PAFC

EPC  Kumho E&C
Location  Seo-gu, Incheon
Capacity  15.84MW, PAFC

EPC  HYUNDAI Auto Ever
Location  Gwangsan-gu, Gwangju
Capacity  Fuel Cell 50kW

SK D&D's SOFC (hydrogen fuel cell) Power Generation Project is the largest plant 

with the second SOFC installation in Korea to date. It is the first private investment 

project in the SOFC sector, and it shows a new business typ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CFC and PAFC types.

SK D&D에서 추진하는 SOFC(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으로 완공 시 국내 SOFC 2번째 설치

이며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다. SOFC 분야에서는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기존의 MCFC, 

PAFC 타입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Developer  SK D&D    

Location  Cheongju, Chungcheongbuk-do
Capacity  19.8MW, SOFC

청주 에코파크

Cheongju Eco-Park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연료전지 발전소 인천화력 연료전지 발전소 광주 창조혁신센터 수소 융합 스테이션

LH Fuel Cell Power Plant Incheon Fuel Cell Power Plant CCEI Hydrogen Fusion Station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Hydrogen economy changes the energy paradigm from the center of existing carbon resources (petroleum, coal, gas, etc.) to the 

de-carbonization hydrogen center, causing radical changes in the national economy, society, and people's lives. It is an eco-friendly 

energy revolution that aims to be the core. Hydrogen production, storage, transportation, and utilization require radical changes in 

the industrial sector throughout the entire cycle. The road map of hydrogen technology is planned as follows.

수소경제는 기존의 탄소 자원(석유, 석탄, 가스 등) 중심에서 탈 탄소화 수소 중심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 국민 생활 

등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여 수소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미래 경제의 핵심이 되고자 하는 친환경 에너지 혁명이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

용 등 전주기에 걸쳐 여려 산업분야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수소 기술의 로드맵은 다음과 같이 계획되고 있다.

· 개질  Reforming
· 수전해  Electrolysis
· 기타  Others

· 기체  Gas
· 액화  Liquefied
· 고체  Solid
· 액상  Liquid

· 파이프라인  Pipeline
· 튜브트레일러  Tube Trailer
· 탱크로리  Tank Lorrie
· 선박  Vessel

· 수소차  Hydrogen Car
· 충전소  Charging Station
· 기타운송  Other Transportation
· 연료전지  Fuel Cell

생산 저장 운송 활용
Production Storage Transportation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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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영방송 HTV9 출연하여 인터뷰하는 이정호 법인장

2019  FOCUS

Since i ts establ ishment as a jo int venture w ith TH A ISON 
GROUP(Vietnam Defense Department Company) in 2008, MAP 
THAISON GROUP has grown significantly over the past decade.
Although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etnamese construction market without separation of design 
and construction, and the low quality and cost strategies of small 
architectural offices.
Despite the difficulties, it has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largest 
Korean-Vietnamese engineering and design companies in Vietnam. 
A number of projects with a superior design quality and a strategy 
to obtain construction permit have been successfully completed by 
performing a local design for Vietnam. By providing a satisfactory 
in ser vice, MAP THAISON GROUP have come to work with a 
number of large companies such as Samsung Electronics, Hyundai 
Motors, and so on. Currently, the fifty employees work for the MAP 
THAISON GROUP in Vietnam, and twice a year, the workshops set up 
by company, hosted by professional consulting agencies to make them 
more professional in the field of growing market. 

MAP 베트남법인은 2008년 베트남 국방부회사 THAISON GROUP(타이슨그

룹)과 합자회사로 설립 후 10년 동안 많은 성장을 해왔다. 설계와 시공의 분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베트남 시장 특성과 기존에 진출한 영세한 한국설계사나 현

지설계사들의 저품질, 저가전략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일호 회장이하

MAP그룹 한국본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인직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베트남에

2008년 진출, 10년동안 꾸준한 성장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건축 및 엔지니어링사 중 최대의 실적을 보유한 회사로 성장했다.

이제 베트남에서 최고의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사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있다.

In April 2018, Lee Jung-ho, the principal of the MAP THAISON GROUP, 
appeared on HTV9, Ho Chi Minh City, Television 9., to introduce 
representative projects of MAP GROUP in Korea and Vietnam by 
presenting problems and solutions of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in 
Vietnam. This interview has meaning to address that the Vietnamese 
begin to think of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in a serious manner 
which stand for the architectural market of Vietnam will be growing in 
a fast manner. This confirms the status of the MAP GROUP in Vietnam 
and shows that Vietnam is now working to recognize the problems of 
architecture and cities and to resolve them.
In line with this market trend, the MAP Vietnam subsidiary will play 
a diverse role in changing the urban environment in Vietnam. We are 
preparing for a new decade to become the best design and engineering 
company in Vietnam, beyond the best of Korean.

2018년 4월, 이정호 법인장이 베트남 공영방송 <HTV9>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MAP그룹 한국 본사와 베트남에서 수행한 대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베트남

의 건축시장과 도시 환경의 문제점 및 해법 등을 제시하는 인터뷰를 했다. 이는 

MAP그룹의 베트남 내 위상을 확인함과 동시에 베트남이 이제 건축과 도시의 문

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맞춰 MAP 베트남법인은 베트남의 도시환경을 변화시키

는 다양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최고의 한국계라는 범위를 넘어 베트남에서 최

고의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사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있다.  

10년, 노력과 성장

베트남법인을 소개합니다

진출한 한국 설계사 중 최대의 실적을 가진 회사로 자리를 잡았다. 우수한 설계품질과 차별화된 인허가 전략, 베트남 현지에 적합한 설계와 발주처의 요구에 만족하는 서

비스 제공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있다. 이러한 결실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롯데그룹, CJ그룹, 포스코, GS건설, 효성, 태광비나, 경방, 대명그룹 등의 한

국기업과 베트남 현지기업 노바랜드, 탄콩그룹 등 우수한 발주처를 보유하게 되었다. 현재 MAP 베트남법인은 한국인과 베트남 현지인 등 6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

다. 매년 2회 전직원 워크샵과 팀 트레이닝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직업의식과 예절교육은 물론, 팀워크와 애사심 향상 등의 효과

를 거두고 있다. 

새로운 10년, 
베트남 최고의 설계회사

베트남 진출 10주년, 베트남 최고의 설계사! 

HANTERIN VINA 
Thaison Architecture Design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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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FOCUS

Scheduled to break the ground in August 2019, Hyundai Motor Company's 
CKD plant is located in Ninbinseong near Hanoi in northern Vietnam as the 
joint venture project between Hyundai Motor Co. and Vietnam`s Tan Kong 
Group. Under the Vietnamese government's policy that promoting the 
motor industry, many projects in Vietnam are to be expected near future. 
MAP Group, withholding  plentiful experience at design and construction 
management of motor industry related manufacturing facilities, is 
expecting to be the top beneficiary of the field.

베트남 북부 하노이 인근 닌빈성에 현대자동차 승용차 CKD공장이다. 현대자동차와 베

트남 탄콩그룹의 합자 프로젝트로 2019년 8월 착공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향후 베트남 내 자동차관련 프로젝트가 많이 발주될 것이라 예

상되며 자동차관련 설계와 CM 역량이 독보적인 MAP그룹의 향후 수주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It is a complex building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facilities developed and constructed by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in the new city of 
Tutiem, Ho Chi Minh.  It is meaningful that the project won through international bidding among the renowned architects worldwide that is recognized 
for design capabilities of MAP Group in Vietnam. The construction will begin in the second half of 2019, and will be completed in 2021. It is expected to 
lead the new trend of Vietnamese residential buildings with the design of a new concept that has never been seen before in Vietnam.

호치민 최고의 업무, 상업, 주거, 문화 신도시 ‘투티엠 지구‘에 한국의 GS건설이 개발, 시공하는 주거와 상업시설의 복합건축물이다. 한국, 싱가폴, 호주의 유명 설계사와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한 프로젝트로 MAP그룹과 베트남법인의 해외설계 능력을 인정받은 프로젝트라는 점에 더 의미가 있다. 2019년 하반기에 착공을 시작하여 2021년 완

공 예정이며, 기존 베트남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컨셉의 디자인으로 베트남 주거건축물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대자동차 베트남 닌빈성 승용차 CKD 공장

베트남 호치민 투티엠지구 GS 자이아파트

HTMV-2 PROJECT, Vietnam

GS Xii Project, Vietnam

It is a production complex of electronic devices such as VD, DA and FDC 
located in Saigon High Tech Park, Ho Chi Minh City, Vietnam that was 
attracted much attention by city government since it was the largest of the 
single industrial facilities in Ho Chi Minh. Although there were difficulties 
through the process of regulations, approvals and management of 
schedule, the project was successfully completed by the MAP Thaison 
with highly experienced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kills.

베트남 호치민시 SAIGON HIGH TECH PARK에 위치한 전자제품(VD, DA, FDC) 

생산 복합단지이다. 단일 산업시설 중 호치민에서 가장 큰 규모로 베트남 내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까다로운 SAIGON HIGH TECH PARK의 건축규정과 중앙정부 허가, 

촉박한 일정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베트남법인의 현지 경험과 기술력으로 프로젝트

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LOTTE MART GO VAP & Tan Binh, Vietnam
롯데마트 고밥점 & 떤빈점

It is a LOTTE MART's global branches near Tanson international airport of Ho 
Chi Minh, that is the mixed use building with street mall and movie theater that 
is preferred by Vietnamese.

호치민 탄손녓 국제공항 인근의 주거 밀집지역 내 ‘롯데마트 고밥점’, ’롯데마트 떤빈점’이다. 

베트남인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쇼핑몰과 기존 롯데마트, 영화관이 혼합된 복합건축물로 

베트남 현지에 적합한 설계로 성업 중에 있다.
삼성전자 CE 복합단지

SAMSUNG Electronics CE Complex, Vietnam

트윈도브스 골프 리조트

Among the many other golf courses in Vietnam, The Twin Doves 
Golf Course is the One of the best near to the Ho Chi Minh City. 
Korean Electroland developed the 27-hole golf course with the  most 
luxurious clubhouse and amenities in Binseong area, and it has been 
awarded the most beautiful club house in Vietnam.

한국전자랜드에서 개발 및 시행한 프로젝트로 호치민시 인근 빈증성의 골프 리조

트로 27홀 규모의 골프코스와 클럽하우스, 부대시설이 위치해 있다. 호치민 인근

에서 가장 우수한 골프 리조트로 평가받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클

럽하우스로 선정되었다.

Twin Doves Golf Course, Vietnam

베트남법인의 주요 수행 프로젝트

베트남 법인의 주요 수행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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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VR·AR 시장의 변화 2019  ISSUE

At this present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5G time period of 
2019, VR, Virtual Reality and AR, Augmented Reality are effecting 
our lives in various ways, and the VR and AR market changing at a 
rapid rate.  

In the VR market, as one of past game contents, contents for 
interactive community through 5G are emerging ever-so quickly. 
8K high-resolution HMD is added which allows users to engage in 
more realistic contents. Equipped with 10 high-precision sensors 
which measure detailed movements of fingers, it enables delivery 
of more precise input values. From gloves to FHD-enabled smart 
glasses for ARs, higher advanced VR and AR related equipments 
are increasing evermore. We are able to experience completely 
different world with just the wear of headset, move from stadium 
to stadium via a 360-degree video and take a tour of our pre-
destination before booking our flight ticket.

By the develop-
ment of VR & AR 
t e c h n o l o g i e s , 
there has also 
b e en a r e cent 
s u r g e  o f  p r o -
tech support in 
a r c h i t e c t u r a l 
and realestate 
market. 

Protech by its  definition is a combination of real estate and 
technology, it can be seen as a real-estate service industry 
that integrates information technology. It can be classified 
into business sectors, as brokerage and leasing, real-estate 
management, project development, investment and financing.

To name a few of its significant; mobile real-estate platforms 
such as <Jikbang>, star tup company <Space Walk> which 
developed planning and design automation solution for street 
house maintenance business of the Seoul Housing Corporation 
(SH), showcases housing market value analysis, investigation 
of the size of the architectural project, artificial intelligent 
architectural design program that generates estimated profits, 
VR that allows pre-experience of the pre-built complex, VR and 
virtual experience of walking on high-rise sky bridge glass and 
VR technology that enables various and realistic experiences of 
community facilities in sample houses. 

4차 산업혁명 시대이자 5G 시대인 2019년 현재,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은 우리 삶 전반에 다양하

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VR과 AR 시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 게임 콘텐츠 일변도였던 VR 시장에서 5G를 통한 양방향 커뮤니티를 위

한 콘텐츠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으며, 8K 고해상도 HMD까지 더해져 더

욱 현실감 있는 콘텐츠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10개의 고정밀도 센서가 장

착되어 손가락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측정하여 한층 더 정확한 입력값을 전달

해 줄 수 있는 장갑에서부터, FHD를 지원하는 AR 전용 스마트 안경까지 더

욱 다양하고 발전된 성능의 VR과 AR 관련 장비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

로 인해 우리는 헤드셋을 쓰고 전혀 다른 세상을 체험하고 360도 동영상을 

통해 경기장에서 경기장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비행기 표를 예약하기 전에 

미리 여행지를 둘러볼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VR과 AR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의 건축 및 부동산 시장에서도 프

롭테크 바람이 불고 있다. 프롭테크(Prop Tech)란 부동산(Property)와 기

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으로 중

개 및 임대, 부동산 관리, 프로젝트 개발, 투자 및 자금조달 등의 비즈니스 영

역으로 분류된다. <직방>과 같은 모바일 부동산 플랫폼과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기획설계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한 스타트업 기업 

<스페이스 워크>가 선보인 시세 분석, 건축설계 규모 검토, 개발을 통한 추정 

수익들을 산출해 내는 인공지능 건축설계 프로그램, 단지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VR과 초고층 스카이 브릿지 유리를 걷는 듯한 가상체험, 견본주택에

서 커뮤니티 시설을 다양하고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표현한 VR 기술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A technology currently being issued across the f ield of 
architecture is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provides 
not just external contents, but also related details of project 
such as spatial relations and interference, daylight rate, and 
building materials etc. In addition, virtual reality (VR) can be used 
to conduct more precise and scientific tests and also process 
Precon which can strictly test the feasibility. 

Precon, combined with the VR technology is an advanced 
construction technique which before construction through 
simulation allows owners, architects and contractors to all 
check for risks and to eliminate. It also provides more precise 
information of the project through the VR, such as design changes 
which are hard to grasp with the current CG and perspective 
images, helping owners to understand better and satisfy their 
interest on the final look. 

In actuality, Qatar planned to hold the 
World Cup in 2022, in designing the main 
arena from the basic design phase, the 
virtual reality (VR) technology is applied 
to increase precision. Augmented Reality 
(AR) is being used in construction to check 
for materials inside walls and floors. 
Workers in the field are equipped with 
certain wearable which detects real-time 
location for when dangerous situation 
occurs, and machine learning technology is used to monitor 
project quality and progression, to reduce risk and increase 
success rate. In addition, from 2017, the Obayashi Gumi Company 
(Japan's comprehensive construction company established in 
1892) of Japan overlaid finished images in real space to easily 
check for post-war situation in remodeling of the building, It also 
provides services using AR technology, which in earthquake-
proof repairing work can even check for materials in-between 
columns in 3d stereoscopic images. 

As a result of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DYK project, the 
company, already a leading group in the field of BIM design, 
has strengthened its design headquarters in its existing BIM 
center newly formed as the D & D Center (Digital & Design 
Center), through the BIM research center, 3D drawings and data 
from basic design stage to design and construction design are 
implemented in 3D, and VR images based on Unreal engine are 
produced in collaboration with VD Team (Visual Design Team) 
composed of CG and VR experts.  

현재 건축분야에서 이슈되고 있는 기술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빌딩정보모델링)이다. BIM은 프로젝트의 외형적 요소뿐만 아니

라, 공간적 관계와 간섭, 주광률, 건축자재 등 관련된 세부정보를 함께 제공

한다. 더불어 가상현실(VR) 활용을 통해 더욱 세밀하고 과학적인 검사를 실

시하고 실행 가능성을 엄격히 시험해 볼 수 있는 프리콘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는 프리콘에 VR 기술을 접목시켜 시공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주자와 설계

자, 시공자가 모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사전에 체크하고 제거

하는 선진형 건설기법으로 기존의 조감도와 CG, 모형 등에서 파악하기 어려

운 설계 및 디자인의 보완사항 등을 VR을 통해 보다 입체적이고 정확한 건축

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발주처나 건축주 등 고객에게 빠르게 이해를 돕고, 

시공 후 실제 모습이 궁금한 발주처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월드컵을 유치한 카타르는 BIM을 이용해 주경기장을 설계

하고 가상현실(VR) 기술을 적용해 설계 단계부터 정밀도를 높였으며, 증강

현실(AR)을 이용해 건설 현장의 벽이나 바닥에 들어간 자재까지 체크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들이 웨어러블(wearable) 기기

를 착용해 위험한 상황 발생 시 실시간 위치 추적이 되고, 머

신러닝 기술을 통해 프로젝트 품질과 진행 상황을 실시한 파

악해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일본의 오

바야시구미(大林組, 1892년에 설립된 일본의 종합건설회사)

에서는 2017년부터 건축물 리모델링 시 전후 상황을 쉽게 확

인할 수 있도록 현실 공간에 완성된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

고, 내진 개수 공사에서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한 부자재 

모습까지 3차원 입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AR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YK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이미 BIM 설계 분야에서 선두그룹에 

있는 당사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기존 BIM 센터

에 디자인본부를 강화하여 D&D Center(Digital & Design Center)로 새

롭게 구성하였다. BIM 연구소를 통해 설계 기초 단계부터 디자인, 실시설계

까지 설계도면과 데이터를 3차원으로 구현하고 CG와 VR 전문가로 구성된 

VD Team(Visual Design Team)과 협업으로 Unreal 엔진 기반 VR 영상

물을 제작하여 프레젠테이션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9
시장의 변화

▼ 스페이스워크 : 인공지능설계 화면 예시

◀ 증강현실을 건축설계에 활용한 사례 이미지

◀ AR과 VR기술을 활용한 건축설계 사례 이미지

▼ BIM 설계로 완공한 DYK 프로젝트 

▲ 건축설비분야 VR활용 예시



2018-2019 ANNUAL 27

In May 2018, a workshop for employees was held at Taean Seocho 
Resort. It is programmed to explore Sejong City modern urban 
planning and public architecture with a variety of themes such 
as Dangjin <Ami Art Museum> and <Gaesimsa Temple> ended by 
barbecue party. All of our employees were out of their daily life 
and had a long time of healing.

The fast changing working environment called for the manifestation of what is called a <52hours a week> tight labor system or flexible labor 
system introduction, which henceforth made it difficult to respond to with the usual working hours management. As thereof, even though MAP 
GROUP is a company that applies from January 1st 2020, the flexible labor system have been undertaken from January 1st 2020, and as a tool 
for management MAPle(meaning MAP GROUP_Leading Edge), a self developed ERP System have been in utilization, completely settling the 
flexible labor system. Through this, only pre-approved attendance management such as business trips, plan of works etc. are actualized. 
Originally MAPle started as a ERP System for MAP GROUP's planning team's architectural design projects cost management, however by 
the hast demand of working time management, the developer, working in-house with the planning team have developed and since applied 
a Fast Track method that actualizes on-time Need and Solution. From July 1st 2019, the developed working time management and cost 
management system have been applied to MAP Group as a whole, enabling efficient management of the company's labor cost, almost half of 
total estimated project cost, and systematically utilize outsourcing costs and expenses. 
All costing elements are strictly to be used within the approved estimation, and 
executed performances can also be managed on-time. From now, MAPle will manage 
the company's lending books, CG etc., in a management system like the digital library, 
develop into a digital document management system, and be utilized as an important tool 
in enhancing MAP GROUP's working standard and efficiency. 

급변하는 노동환경은 <주 52시간제>라 통칭되는 탄력근로제 혹은 유연근무제 도입이라는 요구를 탄생시

켰고, 기존의 근무시간 관리로는 대응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이에 MAP GROUP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였고, 이를 관리하는 도구로서 

MAPle(메이플, MAP GROUP_ Leading Edge')이라는 ERP System을 자체 개발하여 적용하였고, 유연

근무제를 완벽하게 정착시켰다. 이를 통하여 반드시 사전승인된 출장, 근무계획 등의 근태관리가 구현되었다. 

당초 MAPle은 MAP GROUP의 기획팀이 건축설계 프로젝트의 원가관리를 위한 ERP System으로 시작하였으나, 근무시간 관리의 화급함으로 개발자가 사내에 상주하며 

기획팀과 머리를 맞대고 Need와 Solution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Fast Track 방식으로 개발 및 적용되었다. 근무시간 관리와 원가관리 시스템의 개발로 2019년 7월 1일부

터 MAP GROUP 전체에 적용하여 프로젝트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본사 인건비의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외주비와 경비를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원가 요소는 반드시 승인받은 예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집행 실적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구현하였다. 앞으로 MAPle은 회사의 지적 자산인 납품도서, CG 

등이 전자도서관과 같은 관리시스템처럼 관리할 것이며, 전사적 문서관리 시스템으로 발전되어 MAP GROUP의 업무 수준 향상과 효율 증대에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2018-2019 
HIGHLIGHT NEWS

테너 류정필과 함께하는 송년 음악회

'2018 MAP그룹 송년회'가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되었다. 특별히 '테너 류정

필'을 초청한 송년음악회는 클래식과 오페라, 영화 OST, 민요 등 다양한 장르

로 멋진 무대를 선사해주었다. 또한 2019년도 신입사원들의 부모님을 초청, 

지금까지 잘 키운 자녀를 보내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창

립 24주년을 기념하여 '장기근속자 포상'과 '2018 최고 MAP인 상' 등 감사와 

축하를 나누며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자리가 되었다. 

2018년 5월, 임직원 워크숍이 태안 서초

휴양소에서 있었다. 특별히 이번 워크숍은 

휴식과 테마가 있는 워크숍으로 시골마을 

폐교 리모델링 건축물로 유명한 당진 <아

미미술관>과 고건축 <개심사> 답사, 세종시

의 현대적 도시계획과 공공건축물 탐방 등 

테마별로 자유롭게 관람하고 명랑운동회

와 바베큐 파티 등으로 모든 임직원이 함께 

어울리며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The 2018 MAP GROUP year-end party was held at the El Tower in 
Yangjae-dong, attended by guests and all em-ployees. To celebrate 
the 24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tenor Ryu Jeong-pil, who is 
actively performing on various media, has been invited and presented 
a wonderful stage with classical opera, movie OST and folk song. We 
also invited parents of new recruits to express their gratitude to their 
parents who have raised their children well. The Long-Term Employee 
Award and the 2018 Best MAP Award has been awarded to the general 
managers who made the best achievement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for the company's development in 2018.

New employees explored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Poongsan 
Special Metal Reinforcement Plant' 
as part of the new employee training 
programs. It is valuable time to 
experience the actual reflection
of the drawings drawn by CAD.

2019년도 신입사원들이 안전모와 목도리로 무장하고 신입사원 교육프로그

램 중 '풍산특수금속 강화 공장' 시공 현장을 답사하였다. 프로젝트 현장을 직

접 눈으로 보고 캐드로 그린 도면이 실제로 반영되는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18.12.27
2019년도 신입사원 시공 현장 답사

New emplyee ID card has been 
introduced with clear text and photo 
information.

MAP그룹 사원증이 자유롭고 개성있는 

디자인으로 새롭게 바뀌었다.

2018.07.01
사원증 리뉴얼

It is a meaningful day that we celebrate 100th anniversary of 
3 · 1 movement. Despite the holidays, we gathered early in the 
morning to enthusiastically create a strateg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n identity for each division. In the afternoon, 
we enjoyed a pleasant workout with trail hiking at Cheonggye 
Mountain. We finished the workshop with cheers that promise to 
achieve our goal in 2019.

3·1운동 100주년 기념이라는 뜻깊은 날! MAP그룹 조직장 워크숍이 본사

에서 진행되었다.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모여 2019년 각 부문별, 

본부별 Identity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전략을 열정적으로 도모하였다. 오후에

는 청계산 등산으로 기분 좋은 힘듦을 만끽하며 우리 회사의 비전 '100년 기

업' 달성을 기반으로 2019년 목표달성을 다짐하는 파이팅으로 워크숍을 마

무리하였다.

2019.03.01
100년 기업, 목표와 실행을 위하여~ 다시, 비상!

2018.05.26
테마가 있는 힐링 워크숍

2019.07.01
MAP GROUP, Customized ERP System  'MAPle 개발, 시행'

2018.12.21
송년의 밤

The board members of China transit & Construction Co., Ltd., one 
of the top construction companies in China, visited the MAP GROUP. 
The chairman Liu De Yuan and President Ma Gui Li had meeting 
with board members of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such as Hyundai E&C, GS E&C, and POSCO E&C. During the visit, we 
discussed the mutual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in order to expand overseas market with MAP GROUP.

2019.01.15
중국교통건설유한공사 회장단, MAP그룹 본사 방문

중국 내 시공능력평가 1위의 세계적인 건설그룹 중국교통건설유한공사(中国交

通建设股份有限公司) 1국의 刘德元(유덕원) 회장과 马得良(마득량) 사장이 

당사를 방문하였다. 방한기간 중 국내 대형건설사인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

건설의 대표이사 사장 등과 면담을 하였고, 동 방문 시 MAP그룹 한일호 회장이 

동석하였다. 일정 중 당사 양재동 본사를 방문하여 양사의 해외시장 개척과 중국 

내 MAP그룹의 설계영역 확장을 위한 상호 전략적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

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도출하기로 다짐하였다.

Our company was introduced to a media as a specialist in the SK 
Innovation Battery Factory project that is under construction in 
the United States.

[ 2019년 5월 22일자 매일경제 기사 일부 내용 ]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공장 건설을 위해 설계용역 전문업체인 MAP한터인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올해 4월 약 90억원 규모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

다. 배터리 공장 설계 경험은 전무하지만, 산업 플랜트 설계에 뛰어난 기술

력을 보유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 업체는 설계 능력을 인정받아 지

난 2월 발표한 헝가리 공장 신설을 위한 최종 설계용역 계약도 앞두고 있다. 

2019.05.22
SK이노·MAP한터인과 손잡고 해외 배터리 공장 건설

중소기업과 상생하며 협력하는 SK이노베이션 관련 기사에 미국에서 건설 중인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의 전문업체로서 당사가 함께 소개되었다.

SK Innovation signed a design service contract with MAP GROUP, 
a specialized design service company, as master Architect. 
Although MAP had no experience to battery factory design before, 
it is well known as an industrial plant 
design excellence. Currently, the 
company is in the process of final 
contract for the construction of the 
battery plant in Hungary announced 
in February.

▲ MAPle 화면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