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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에너지(구조용집성재 제조공장)

                  럼버미야자키(프리컷 공장)

                  Prairie Homes Inc(건축자재유통사)

                  LIXIL(창호 및 도어 제작사)

              미국_월시(구조용집성재 제조공장)            



공사실적 년도별 대표적 건축물-

년도 건물명 용도 동수 위치 구조 비고

2015 개인 주택J.S.W 주택 1 제주도 제주시 중목구조

서암재 개인 주택 주택 1 제주도 제주시 중목구조

코리아우드쇼 전시회 정자 1 일산 킨텍스 중목구조

수지 더불어 마을 개인 주택 주택 1 경기도 용인시 중목구조

와산리 개인 주택 주택 1 제주도 제주시 중목구조

자곡동 목구조공사 주택 1 서울시 강남구 하이브리드 가옥

상하농원 동물농장 신축공사 중
목구조 공사

축사 1 전북 고창군
대단면

기둥보구조.

오누이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건축
토목공사 중 목구조공사

숙박시설 2 충남 홍성군
대단면
중목구조

용인 개인 주택 주택 1 경기도 용인시 중목구조

연희동 주택공사 주택 2
서울시
서대문구

하이브리드가옥

은평 개인 주택 주택 1 서울시 은평구 한옥

공주 주미산 자연휴양림조성공사 근린생활시설 1 충남 공주시 중목구조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목교 목교 1 대구시 달성군 철골 중목/

곽지리 개인 주택 주택 1 제주도 제주시 중목구조

2014 기장군 개인 주택 주택 1 부산시 기장군 중목구조

판교동 다가구주택신축공사581 주택 경기 성남시 중목구조

완주 전통문화체험장조성사업
중 목구조공사

교육시설 3 전북 완주군 한옥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건축공사 중 목골조공사

판매시설 5 전북 고창군
대단면

기둥보구조.

예원 개인 주택 주택 1 경남 창원시 중목구조

일산 개인 주택 주택 1 경기도 고양시 중목구조



공사실적 년도별 대표적 건축물-

년도 건물명 용도 동수 위치 구조 비고

2014 두창리 개인 주택 주택 1 경기도 용인시 중목구조

산방 개인 주택 주택 1 제주도 제주시 중목구조

공주 한옥마을 개별형 숙박동 차2 근린생활시설 4 충남 공주시 한옥

진해 개인 주택 주택 1 경남 창원시 중목구조

덕양 개인 주택 주택 1 경기도 고양시 중목구조

파주 개인 주택 주택 1 경기도 파주시 중목구조

경향하우징페어 전시회 정자 2 일산 킨텍스 중목구조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전시회 KID BOXS 6 서울시 동대문 중목구조

건축박람회 전시회MBC 전시용 1 일산 킨텍스 중목구조

코리아우드쇼 전시회 전시용 1 서울시 코엑스 중목구조

강원도 개인주택 정자 정자 1 강원도 중목구조

제주 경향하우징페어 전시회 전시용 1 제주도 제주시 중목구조

서대신동 개인 주택 주택 1
부산시
서대신동

중목구조

2013
동두천아차노리 힐링타운

단독주택공사
주택 3 경기 동두천시 하이브리드 가옥

년 대한민국목2014

조건축대전 본상-

천리포 수목원 근린생활시설 1 충남 태안군 중목구조
년 대한민국목2014

조건축대전 대상-

동두천아차노리 힐링타운
정자 공사

정자 3 경기 동두천시 중목구조
년 대한민국목2014

조건축대전 본상-

국립 자연 휴양림 대야산

숲속의 집
근린생활시설 2 경북 문경시 중목구조

자전거 보관소 근린시설 1 충남 공주시 한옥

금산 개인 주택 주택 1 충남 금산군 하이브리드 가옥

진천 개인 주택 주택 1 충북 진천군 하이브리드 가옥



공사실적 년도별 대표적 건축물-

년도 건물명 용도 동수 위치 구조 비고

2013 여풍재 주택 1 경기도 용인시 중목구조
년 대한민국목2014

조건축대전 본상-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중 목구조공사
근린생활시설 1 전북 완주군

대단면

기둥보구조.

공주 한옥마을 개별형숙박동
건립공사 중 목공사 및 수장공사

근린생활시설 3 충남 공주시 한옥

공예공방촌공방체험관건립공사( , )
중 건축공사

교육시설 2 충남 공주시 한옥

2012 제주오설록 이니스프리 글루렘공사 근린시설 1
제주도

서귀포시

대단면

기둥보구조.

별내 개인 주택 주택 1
경기도
남양주시

중목구조

울산 개인 주택 주택 1 울산시 중목구조

2011
국민여가캠핑장숙박촌조성사업( )

차 중 목구조공사(2 )
숙박시설 17 충남 공주시 한옥

별내 개인 주택 주택 1
경기도
남양주시

중목구조

운문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1 경북 청도군 중목구조

예산 개인 주택 주택 1 충남 예산군 중목구조

한옥 전시회 전시용 1 전라도 한옥

파주 개인 주택 주택 1 경기도 파주시 중목구조

2010
국민여가 캠핑장 저잣거리조성( )

공사중 목구조공사
근린생활시설 9 충남 공주시 한옥

한옥 전시회 전시용 1 전라도 한옥

2009
국민여가 캠핑장 숙박촌조성( )
사업 차중 목구조공사 차(1 ) 1

숙박시설 4 충남 공주시 한옥

아펠바움 차 게이트공사2 주택 2 경기도 용인시 중목구조

연천 카페 근린시설 1 경기도 연천군 중목구조

제천 목교 목교 1 충북 제천시 중목구조

영흥도 개인 주택 주택 1 인천시 옹진군 중목구조



공사실적 년도별 대표적 건축물-

년도 건물명 용도 동수 위치 구조 비고

2009 서천 개인 주택 주택 1 충남 서천군 중목구조

통영 윤이상 기념관 근린시설 1 경남 통영시 중목구조

장흥 개인 주택 주택 1 경북 포항 중목구조

2008
허브빌리지 근린생활시설 목재
골조 및 마감공사

근린생활시설 1 경기도 연천군 중목구조

상당산성 휴양림 근린시설 3 충북 청주시 중목구조

무안 한옥 주택 2 전남 무안군 한옥

포천 주택 주택 1 경기도 포천시 중목구조

2007 퇴촌주택 신축공사 주택 1 경기도 광주시 중목구조
대한민국목2009

조건축대전 본상-

헤이리 세미나하우스 신축공사 근린생활시설 1 경기도 파주시
대단면

기둥보구조.

아펠바움 차 게이트공사1 주택 1 경기도 용인시 중목구조

용인 개인 주택 주택 1 경기도 용인시 중목구조

덕풍리 개인 주택 주택 1 경기도 하남시 중목구조

2006
행복마을 명상 연수원
신축공사

연수원 1 경남 함양군
대단면

기둥보구조.



시공사례 : 중목구조 - 자곡동 주택



시공사례 : 중목구조 - 곽지리 주택



시공사례 : 중목구조 - 용인M 주택



시공사례 : 중목구조 - 용인N 주택



시공사례 : 중목구조 - 제주 와산리 주택



시공사례 : 중목구조 - 주미산자연휴양림



시공사례 : 중목구조 - 판교 주택



시공사례 : 중목구조 - 두창리 주택



시공사례 : 중목구조 - 서대신동 주택



시공사례 : 중목구조 - 예원 주택



시공사례 : 중목구조 - 일산 주택



시공사례 : 중목구조 - 진해 주택



시공사례 : 중목구조 - 파주 주택



시공사례 : 하이브리드가옥 - 금산주택



시공사례 : 중목구조 - 무림리 주택



시공사례 : 하이브리드가옥 - 동두천아차노리 힐링타운



시공사례 : 하이브리드 가옥 - 진천주택



시공사례 : 중목구조 - 퇴촌주택



시공사례 : 중목구조 - 아펠바움게이트



시공사례 :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목교



시공사례 : 대단면 기둥과보 - 고창축사



시공사례 : 대단면 기둥과보 - 오누이권역역단위공사



시공사례 : 대단면 기둥과보 - 고창농어촌테마공원



시공사례 : 대단면 기둥과보 - 완주휴게음식점



시공사례 : 대단면 기둥과보 - 제주오설록이니스프리



시공사례 : 대단면 기둥과보 - SK행복마을명상연수원



시공사례 : 대단면 기둥과보 - 허브빌리지 온실



시공사례 : 대단면 기둥과보 - 헤이리세미나하우스



시공사례 : 21세기 한옥 - 은평 주택



시공사례 : 21세기 한옥 - 공주한옥마을 단체숙박동



시공사례 : 21세기 한옥 - 공주한옥마을개별숙박동



시공사례 : 21세기 한옥 - 공주한옥마을 저잣거리 고급식당



시공사례 : 21세기 한옥 - 공주한옥마을 저잣거리 대형식당



시공사례 : 21세기 한옥 - 공주한옥마을 저잣거리 분식점



시공사례 : 21세기 한옥 - 공주한옥마을 저잣거리 장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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