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설역사와 함께 해 온 풍림
이제, 풍림의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됩니다!
1954년 이래 건설분야의 외길을 걸어 온 풍림산업은
정도경영과 투명경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건설역사를 창조해 온 풍림산업,
반세기를 넘어선 풍림산업의 건설명가 재건을 위한 도전은
더 큰 감동과 자부심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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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혁
1954년 창립되어 올해로 창립 65주년을 맞는 풍림산업은 그 동안 토목, 건축, 플랜트,아파트, 엔지
니어링 등 여러 부문에서 국가 대규모 기간산업 및 신도시 건설사업, SOC 사업 등에 참여하여 대통령
표창(‘81), 은탑산업훈장(‘82), 철탑산업훈장(’92), 건설교통부장관표창(‘95), 대통령 산업포장(’
99) 등을 수상하는 등 국내 최정상급 종합건설업체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2018년 10월 기업M&A를 통하여 주식회사 대풍루첸을 새 주주로 맞아 양사 간 사업연계로 시너지 효
과를 높혀 나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재도약을 통하여 우량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임직원
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50년
1954. 10. 05

전일기업(주) 설립

1958. 06. 20

삼광건설(주) 흡수합병

1959. 01. 08

풍림산업(주)로 상호변경 및 건설업 (도로, 건축) 면허취득 (제23호)

1960년
1960. 08. 24

대림산업(주)와 결연 (이재순 사장 취임)

1964. 12. 11

전기공사업 면허취득 (제216호)

1965. 03. 15

건설업 (도로포장) 면허취득 (제17호)

1966. 06. 29

군납수출업 면허취득

1970년
1976. 09. 29

해외건설업 면허취득 (건축 제17호)

1978. 04. 22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제12호)

1978. 10. 28

기업공개

1978. 11. 30

주식상장

1979. 04. 06

기간산업체 피선 (제404호)

1979. 04. 21

해외건설업 (토목, 전기, 특수) 면허취득 (제49호, 제30호, 제36호)

1979. 05. 30

소방설계 시공업 1, 4류 추가 면허취득 (152호)

1979. 09. 04

주택건설업자 지정 (제56호)

1979. 12. 06

사우디아라비아 지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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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980. 05. 01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면허취득 (제59호)

1980. 05. 07

분뇨종말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면허취득 (제41호)

1980. 10. 21

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제34호)

1981. 06. 18

대통령 표창 수상

1981. 07. 27

수출입업 면허취득 (제184935호)

1982. 05. 03

동경지점 설치

1982. 06. 18

은탑산업훈장 수상

1983. 05. 08

뉴욕지점 설치

1984. 11. 27

가스시설 시공업 면허취득 (제84-11호)

1985. 03. 05

중기대여업 면허취득 (제307호)

1985. 03. 12

계열사 경인화학(주) 설립

1986. 06. 30

뉴욕지점 폐쇄

1986. 11. 19

사우디아라비아 지점 폐쇄

1987. 02. 13

문화재 수리업 면허취득 (제113호)

1987. 07. 03

YASHIMA CONSTRUCTION CO., INC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현지법인 설립

1988. 11. 22

POONG LIM PASIFIC INC. (미국 하와이 소재) 현지법인 설립

1989. 05. 24

(P. T. POONG LIM BALI INDONESIA (인도네시아 소재) 현지법인 설립

1989. 05. 24

POONG LIM DEVELOPMENT CANADA INC. (카나다 소재) 현지법인 설립

1989. 07. 11

계열사 한국시포렉스(주) 설립

1990년
1990. 04. 12

기술용역업 면허취득 (제3-340호)

1990. 09. 14

싸이판 현지법인 POONG LIM SAIPAN DEVELOPEMENT

1991. 02. 04

경인화학(주)의 상호를 화인종합건재(주)로 변경

1991. 04. 03

일반측량업 면허취득 (제02-1087호)

1991. 08. 06

<생물학적 질소와 인의 제거법 및 그 처리장치> 국내특허 취득

1991. 10. 21

(주) 풍림관리시스템 설립

1992. 05. 25

싱가폴 지점 개설 POONG LIM IND., CO. LTD. SINGAPORE BR.

1992. 09. 02

P/L PROCESS 영국특허 취득

1992. 11. 18

철탑산업 훈장 수상

1993. 05. 27

태국 현지법인 설립 THAI POONG LIM CO., LTD.

1993. 07. 01

한국싸이몬스(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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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2. 01

기술연구소 개소

1994. 04. 01

社章 (심볼마크) 변경

1994. 10. 01

직업훈련원 개원

1994. 10. 15

충주 후렌드리 호텔 소유권 이전

1995. 01. 19

청평 후렌드리 콘도 소유권 이전

1995. 08. 05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1995. 10. 02

P/L PROCESS 건설교통부 신기술 지정

1995. 11. 08

P/L PROCESS 일본특허 취득

1995. 11. 24

대통령 표창 및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해외건설협회 주최)

1995. 12. 21

부산사무소 폐소

1996. 06. 20

대통령 표창 수상 (대한건설협회 주최)

1998. 07. 25

P/L Ⅱ 공법 (SIDE-STREAM을 이용한 하수
고도처리 공법) 신기술 지정 (건설교통부)

1998. 08. 18

고성능 발수방수성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제조용 발수방수제
국내특허 취득

1999. 01. 20

직업훈련원의 명칭을 풍림직업전문학교로 변경

1999. 01. 31

계열사 화인종합건재(주), 풍림개발(주) 흡수합병

1999. 10. 06

대통령 표창 수상 (국가산업발전 기여 공로 - 인천지하철 공사)

2000년
2000. 08. 03

AISC(미국 철건협회)공장 인증 획득

2001. 06. 01

아파트 브랜드 “I-WANT(아이원)”선정

2001. 07. 01

아이원 B.I 매뉴얼 제작

2001. 12. 09

제주 월드컵 경기장 건설공로 표창패 수상

2002. 07. 11

제6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우수상 수상 (공릉동 풍림아이원)

2002. 11. 25

아파트파워브랜드 - 뉴브랜드top10 선정(파이낸셜뉴스 선정)

2002. 12. 04

아이원 아파트 히트부동산 선정 (매일경제)

2002. 1

아이원 아파트 소비자 인기상 히트상품 선정(한겨레신문)

2003. 03. 28

“제2회 소비자선정 브랜드파워아파트” 선정( 국민일보)

2003. 04. 11

“제 9회 한국 주택문화상 종합대상” 수상 (주택문화사)

2004. 03. 25

제10회 한국 주택문화상 종합대상 수상

2004. 05. 17

러시아 데카스트리항 오일선적을 위한 기반시설공사 수주

2004. 09. 24

제주풍림콘도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

2004. 10. 05

창립50주년 기념행사 및 50년 社史발행

2004. 10. 29

제4회 fn하우징 웰빙아파트 파워브랜드 선정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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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6. 17

2005년 한경 명품브랜드 대상 건축부분 수상

2005. 07. 04

2005년 제11회 한국주택문화상 수상

2005. 07. 11

2005년 제9회 살기좋은 아파트상 수상

2005. 07. 18

2005년 상반기 CS대상(제일경제신문)

2005. 08. 01

2005년 도급 20위

2005. 09. 05

인천 서구 사회자원봉사센터 개관

2005. 10. 28

제5회 fn하우징 파워브랜드 선정 (파이낸셜뉴스)

2005. 11. 04

제1회 대한민국 최고아파트 첨단환경부문 대상 수상 (건교신문)

2006. 08. 01

2006년 도급 19위

2006. 11. 02

제2회 대한민국 최고아파트 대상 브랜드부문 수상 (매일건설신문)

2006. 11. 30

제6회 그린주거문화대상 홈네트워크 대상 수상 (헤럴드경제)

2007. 03. 28

고품격 초고층 아파트 ‘엑슬루타워’ 브랜드 런칭

2007. 10. 12

2007년 하반기 우수산업디자인 선정

2007. 11. 08

제3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대한건설협회/건설환경관리협의회)

2007. 11. 19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장 인증(화성 향남 풍림아이원 선정, 매경안전환경연구원)

2008. 02. 26

대한주택공사 우수 시공·감리업체 시상(건축시설분야 우수업체 선정)

2008. 06. 20

대한민국 대통령 단체표창 수상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2010년
2010. 12. 01

2010 하반기 한경주거문화대상 오피스텔부문 대상 (청라 엑슬루타워)

2011. 05. 20

제5회 아시아경제 아파트브랜드대상 네티즌대상 수상

2014. 10. 05

창립 60주년

2014. 10. 31

한국도로공사 표창장 수상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2014. 11. 05

제23회 한국건축문화대상 공동주거부문 수상 (강남LH)

2014. 12. 08

LH 2014년도 시공VE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고양삼송)

2015. 03. 0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업무발전 기여 표창장 수상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2018. 10. 10

지우종 대표이사 취임

2018. 10. 17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 (자본금 ￦30,934,845,000)

2018. 12. 28

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개량 우수기관으로 선정

2019. 02. 14

한국도로공사 사장 고품질 고속도로 건설에 기여 표창장 수상 (경부선~용인서울선 연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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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태조사서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역삼동)

상호

풍림산업 주식회사

대표자

지  우  종

전화번호

02) 5286-114

설립년월일

1954. 10. 05

사업자등록번호

220-81-10116

법 원 등 기

제 3584 호

조합출자좌수

13,109좌

자기자본금

467억원

임직원수

232명(본사 74명,현장 158명)

(단위 :천원)

토건

'19년 한 도 액
(단 위 : 백만원)

소방

          191,491

전기

6,964                                  6,248

주거래은행

우리은행(테헤란로지점)

영업종목
업종

면허번호

업종별

면허번호

업종별

면허번호

토 목·건 축

23

주택건설사업자등록

78-20-1

해외건설업(엔지니어링)

84

전문소방

85-26

시설물유지관리

29-38

해외건설업(전기공사)

38

전  기  (1 종)

55

군    납    업

190

해외건설업(산업설비)

60

엔지니어링

9-135

산업설비업

97-62

해외건설업(가스시설)

1

가스시설시공업(1종)

98-27-1-6

조경공사업

01-0016

부동산개발업

070020

건설기계 대여업

97-45

정보통신공사업

110571

주택건설업자지정

56

해외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43

기술자보유현황
등급 종목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안전관리

국토개발

환경

계

건   축   사

-

3

-

-

-

-

-

4

기   술   사

4

2

-

-

6

기         사

42

44

8

7

10

2

2

115

산업기사

8

7

2

1

3

-

계

54

56

10

8

13

2

21
2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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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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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
•아주대학교의료원 간호대학 신축공사
•양주 크라운해태 R&D센터 신축공사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실험연구동(1,2차) 신축공사
•신구대학교 동관, 서관 및 창업보육센터 증축공사

동국제강 중앙기술연구소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리모델링공사
•동국제강 중앙기술연구소 건립공사
•청주대학교 International Town 신축공사
•청주대학교 공예관 신축공사
•경희대학교 치과대학관 신축공사
•경희대학교 국선관 신축공사
•중앙승가대학교 신축공사
•형곡지구 도서관 건립공사

신구대학교 동관, 서관 및 창업보육센터

경희대학교 법학관

풍림산업 기술연구소

POONGLIM

Clean Poonglim Honest Poonglim

복사골문화센터

수원 천천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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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MG 새마을금고 인천지역본부회관 건립공사

우리기술사옥

역삼동 청우빌딩

•상암DMC 팬엔터테인먼트 사옥 신축공사
•상암DMC ㈜우리기술사옥 신축공사
•상암DMC 전자회관 신축공사
•우리은행 이천지점 신축공사
•케이티에스유니온코리아 사옥 신축공사
•역삼동 837 Tower 신축공사
•KT&G 영등포지사 신축공사
•역삼동 청우빌딩 신축공사
•㈜기도산업사옥 신축공사
•㈜제론시스템 안제타워 신축공사
•청담동 참존사옥 신축공사
•TEC-KOREA사옥 신축공사
•까르뜨니트 구로본사 사옥 신축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축공사

KT&G 수원지사

한덕빌딩

POONG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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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DMC 전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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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설
•전주 효자동 몰오브효자 복합건물 신축공사

•월마트 인천계양점 신축공사

•청주 CU 쇼핑몰 신축공사

•월마트 대구점 신축공사

•동대문 굿모닝시티 쇼핑몰 신축공사

•월마트 울산점 신축공사

•사당동 태평백화점 신축공사

•코스트코 상봉점 건축공사

•홈플러스 부산 반여점 신축공사

•까르프 수원점 신축공사

•홈플러스 광주 하남점 신축공사

•contiko 부산점 신축공사

•홈플러스 목포점 신축공사

•Construction of Korea Macro Ilsan Store

•홈플러스 서귀포점 신축공사

  (한국일산마크로)

까르푸 유성점

홈플러스 목포점

일산월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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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굿모닝시티쇼핑몰

전주 효자동 몰오브효자 복합 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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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경춘선 복선전철 김유정 및 남춘천역사 신축공사
•대전도시철도1호선2단계 정거장 시설공사(2공구)
•대구지하철2호선 2-14공구(고산,신매) 정거장 시설공사
•경인선 복복선 전철 중동역사 신축공사
•경인선 복복선 전철 송내역사 신축공사
•남부지방법원 청사 신축공사
•부천시청사 신축공사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청사 신축공사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신축공사

인천 서구교육센터

•부천 시민종합 복지회관 신축공사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
•시립창동운동장 조성 및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신축공사
•부천시 종합운동장 신축공사
•17-공-327-R지역 시설공사

제주 월드컵경기장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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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청사

88올림픽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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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아주대병원 음압격리병실 리모델링공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아주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공사

•서초동 세계빌딩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덕성여자대학교 예술관 환경개선공사

•동서한방병원 증축 및 개축공사

•호텔골든서울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필립모리스 양산공장 리모델링공사

•명동 신영증권빌딩 증축공사

•회현동 아시아나빌딩 리모델링 공사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우리은행 안성 연수원 리모델링공사

•영동세브란스병원 본관2,3동 리노베이션공사
•서초동 BC카드 전산센터 리모델링공사
•삼일빌딩 리모델링공사

국민은행 별관

회현동 아시아나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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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브란스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BC카드 전산센터

프라임타워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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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숙박
•고려대 안산병원 진료지원동 외 증축공사
•부산대학교병원 아트리움 증축공사
•영동세브란스병원 본관2,3동 리노베이션공사
•동서한방병원 증축 및 개축공사
•오산당 병원 신축공사
•압구정 크리닉센터 증축공사
•아주대병원 수술실 증설공사
•상암DMC 스탠포드호텔 신축공사
•스위스그랜드호텔 및 컨벤션센터 신축공사
•호텔 골든서울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성공회대학교 행복기숙사 신축공사
•평창 풍림아이원 리조트 신축공사
•제주 풍림리조트 신축공사
•청평 풍림리조트 신축공사
용산 드레곤힐 호텔

상암DMC 스탠포드호텔

스위스그랜드호텔 및 컨벤션센터

제주 풍림아이원 리조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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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풍림아이원 리조트

스위스 그랜드 호텔

평창 풍림아이원 리조트

평창 풍림아이원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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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문화 및 집회, 공장 등)
•대한제강 평택 압연공장 증축공사

•군산 SBC 페인트공장 신축공사

•수원 크라운제과 증축공사

•제주 simulator 입체영상관 신축공사

•대림통상 증평 금구공장 신축공사

•한국 SGI 평화공원 신축공사

•평택 대한제강현장 신축공사

•KT&G 신탄진체육관 신축공사

•크라운제과 대전1, 2공장 신축공사

•양재동 한전 전력문화회관 신축공사

•한국시포렉스 전의공장 신축공사

•88올림픽 조형물 건립공사

•성수동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제주 강정유원지 조성사업

제주 풍림아이원 리조트

양산 필립모리스 공장

구미문화예술회관

제주 시뮬레이션 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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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종합운동장

이천문화공원

아세아제지

http://www.poonglim.co.kr

POONGLIM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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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화성동탄 4-6BL아파트건설공사 4공구
•주문진 풍림아이원 하버뷰 주상복합 신축공사
•강릉 교동 풍림아이원 아피트 신축공사
•천안 불당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구리 인창동 풍림아이원 아파트 신축공사
•신탄진 엑슬루타워 신축공사
•부산 남천 엑슬루타워 신축공사
•울산 신정 엑슬루타워 신축공사
•학익 엑슬루타워 신축공사
•용현 엑슬루타워 신축공사
•분당 아이원플러스 오피스텔 신축공사

•부산시 범천동 우방유쉘재건축 주상복합 신축공사
•천왕지구 1.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신정3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송도4공구 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역촌동 서부시장 주상복합 신축공사
•인천송림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1공구
•남양주 차산리 풍림아이원 아파트 신축공사
•대구율하(2)A-3BL아파트 건설공사3공구
•광화문 스페이스본 아파트 신축공사
•봉천 풍림아이원 아파트 신축공사
•월곶 풍림아이원 아파트 신축공사

분당 아이원플러스 오피스텔

분당 아이원플러스 오피스텔

POONGLIM

Clean Poonglim Honest Poonglim

광화문 스페이스본

의정부 장암지구
학익 엑슬루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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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송도 풍림아이원 아파트 신축공사
•검단 풍림아이원 아파트 신축공사
•의정부 금오 풍림아이원 아파트 신축공사
•당하 풍림아이원 아파트 신축공사
•원당 풍림아이원 아파트 신축공사
•주안 풍림아이원 아파트 신축공사
•용인,구갈 써미트빌 4BL 아파트 신축공사
•대치동 풍림아이원 아파트 신축공사
원미동 풍림아이원

수원 영통 풍림아이원

부산 남촌 풍림아이원
금강엑슬루타워

울산 신정 엑슬루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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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천 엑슬루타워

http://www.poonglim.co.kr

POONGLIM
CIVIL WORKS
고속도로 / 일반도로 | 철도 / 지하철
택지 / 단지조성 | 공항 / 하수처리
댐 / 가스 / 관로 | 기타(조경/전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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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일반도로
•경부선~용인서울선 연결로(서울방향)건설공사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정릉길) 설치공사
•고속국도 제15호선 안산-일직간 확장공사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간 건설공사(제6공구)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공사 제8공구
•고속국도 제40호선 충주-음성간 건설공사(제1공구)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6공구)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구미간 16공구 건설공사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대전-함양간 건설공사 (제9공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3공구)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수인산업도로 고가차도 설치공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12공구)
•남해고속도로 진주광양간 4차선 확장 공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신공항고속도로(방화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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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고속도로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 해안도로 건설공사
•돌산-우두 도로확장공사
•거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일운-아주)건설공사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제3공구)
•매리-양산간 도로건설공사

경부선~용인서울선 연결로

•산청-수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여수-순천(1공구) 도로건설공사
•익산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황등-오산) 건설공사
•경주시 관내국도대체 우회도로 (효현-내남)건설공사
•서후-평은 국도확장공사
•동면-해안간(돌산령)간 도로확포장공사
•여주우회도로 개설공사
•군위-의성간 도로 4차선 확장및 포장공사
•영천-북안간 도로4차선 확포장공사
•박정자-공주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남해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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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철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2, 3공구 노반건설공사
•경원선 월계~녹천간 철도이설공사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제1공구 (죽전-기흥) 노반신설공사
•경부고속철도 제1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중앙선 덕소-원주간 제10공구 노반신설공사
•장항선(온양온천-장항간) 4공구 노반개량공사
•대전도시철도1호선 12공구 토목공사
•경부선 대전-옥천간 선로개량 노반공사
•지하철2호선 14공구 건설공사

경부고속철도(화신터널)

장항선 보령

대구지하철2호선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POONG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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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

•지하철2호선 15공구 건설공사
•경부고속철도 제7-3공구 노반신설 공사
•서울지하철 7호선 7-23공구 건설공사 (토목)
•경인선 구로-인천간 복복선 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지하철5호선 5-10공구 건설공사

경부 고속철도 제12-1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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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단지조성
•3공장 신규부지 조성공사

•화명 제2지구 택지조성공사 (2공구)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4-1공구)

•봉곡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반 조성공사

•대구 옥포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

•봉곡구획 정리지구 상수도시설 설치

•경인아라뱃길사업 김포고촌물류단지 조성공사

•부천중동택지 개발사업 (1단계)공사

•울산화봉2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부천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공사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2공구)
•구미국가 산업4단지(2공구)조성공사
•구미 구평택지 조성공사

대구 옥포택지 조성

김포한강신도시 특수구조물 건설공사

원자력 3공장 신규부지조성

POONG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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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하수처리
•인천국제공항2단계건설 화물터미널 확장지역 토목시설공사(2A-5)
•인천공항 2단계건설 제3활주로 남측(2A-2)
•7951-00-57시설공사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광주비행장 확장공사
•991895-10 시설공사
•991895-2 시설공사
•981895-7
•남부하수처리장 해양방류관로 설치공사
•인천국제공항수송기지 (율도1단계)건설공사
•공촌정수장  및 도수관로 시설공사
•남부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인천공항 활주로

•917951 시설공사
•907951 시설공사
•7951-90-비 (죽) 시설

온산 하수종말처리장

양평 용문하수종말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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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가스/관로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3공구

•신길6동 배수불량지역 하수암거공사

•대우포천복합화력 공급설비 건설공사

•대방배수지 수계도림(1) 배수관로

•진해~거제 주배관 제2공구 건설공사

•인천국제공항 송수관로 건설공사

•대구혁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배관 건설공사

•보령화력 건설공사G/T철골제작 설치공사

•보은~무주 주배관 및 영동관리소 건설공사

•중동신도시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영산강살리기 2공구 하천정비사업

•신도시 Gas 공급설비건설공사 (2공구)배관로 및

•예천양수발전소 1,2호기 토건공사

공급기지 설비공사

•탐진다목적댐 건설사업 댐여수로 부대시설공사

영산강살리기 2공구 하천정비사업

대우포천복합화력 공급설비

POONG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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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조경/전력구)
•반포 고속터미널역 친수공간 조성사업
•서울 문정컬쳐밸리 조성공사
•김포한강신도시 특수구조물 건설공사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A공구 조경공사
•금강수계치수사업 어량천 어량제 하류개수공사
•광명소하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사
•중랑천 하천환경 정비공사
•수도권매립지(3공구)매립작업 및 부대공사
•판교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송도 2,4공구(송도1시가지)공원, 녹지 조성공사
•수원천 맑은 하천 가꾸기공사

김포한강신도시 특수구조물

•인천국제공항 전기공사(도로4공구)
•부천-역곡 전력구공사
•345KV 서인천신부평 전력구 1차공사

송도 중앙공원

동탄 택지 조성

http://www.poonglim.co.kr

POONGLIM
PLANT
정유 | 저장
제련시설
가스오일 | 탈염시설
석유화학 | 발전시설

48 | 49

플랜트 시설
•서울복합 화력 1,2호기 기전공사

•원유저장탱크 2기 설비공사

•북제주화력 2,3호기 증설공사

•원유저장탱크 2기 건설공사

•csx off-line 154kv 팔봉t/l전력선 교체공사

•KDO Daesan Fefinery Plant Maintenance Service (3)

•KUWAIT E.I.S

•Olefin Plant Control ＆ Switch Gear House 신축

•KOREAN PAMPERS PROJECT

•제품저장탱크 (Naphtha ＆ Diesel )의 기전 및

•청계산 현장 외자재 구입

  추가 TANK 3기 건설공사

•HCR UNIT 화재복구 공사
•Olefin Plant Cold＆ Compressor Section 토목추가 및 변경공사

극동정유 프로세스퍼실리티

Aromatics Oil Refinery_싱가폴

POONG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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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용 정유공장-태국

북제주화력2,3호기

삼성종합화학

POONGLIM

보유면허 및 포상현황
보유면허 목록

52

주요포상목록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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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면허 목록
NO

업

종

별

면허번호

면허일자

면허발급처

23

68. 04. 05.

건설부

97-62

97.12.04

건설교통부

1

토목 건축 공사업

2

산업설비공사업

3

전기공사업 (제 1 종)

서울-00055

78.11.15

서울특별시

4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강남85-26

96.06.05

서울특별시

5

조경공사업

01-0016

99. 08. 10.

서울특별시

6

정보통신공사업

110571

98. 08. 07.

정보통신부

7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강남98-27-1-6

98.10.30

강남구청

8

부동산개발업

서울070020

07. 12. 17.

서울시청

9

주택건설 지정업

56

82. 01. 26.

건설부

10

주택건설 등록업

78-20-1

78. 04. 22.

강남구청

11

시설물유지관리업

01-29-38

01. 09. 21.

강남구청

12

건설기계 대여업

97-45

98.05.01

평택시

13

군납업

A-190

98.04.30

서울특별시

14

해외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43

94.01.01

건설교통부

15

해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

1900.3.24

98.04.30

건설교통부

16

해외건설업(전기공사업)

1900.2.7

98.04.30

건설교통부

17

해외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

60

99.03.12

건설교통부

18

해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1

99.03.12

건설교통부

19

엔지니어링업 사업자신고증

E-9-135

93. 07. 21.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주요포상목록(2000년도 이후 수상실적)
구분

내용

수여자

수상연월일

2000년 이전 수상경력 : 제2회 건설의 날 은탑산업훈장 (1982.06.18)외 43회 수상
표창장

제23회 한국경영대상 가치경영 최우수기업상 수상

한국능률협회

2000. 04. 28

표창장

한국주택문화상

한국주택신문

2000. 07

표창장

서해안고속(당진-서천) 산업발전

건설교통부장관

2001. 09. 27

표창장

서해안고속(당진-서천) 국가산업발전

국무총리 이한동

2001. 09. 27

표창장

서해안고속(당진-서천) 국가산업발전

대통령 김대중

2001. 09. 27

표창장

제주월드컵경기장

제주도지사

2001. 12. 29

표창장

월드컵경기장건설

월드컵조직위원장

2002. 02. 01

표창장

리모델링 대상의 자산가치 상승부문

조달청장

2002. 03. 20

표창장

환경보전 우수기업

금강환경관리청장

2002. 03. 22

건축상

건축문화창달 우수기업

서울특별시 고건

2002. 05. 17

표창장

월드컵대비 도로 및 환경정비 우수기업

대구광역시시장 문희갑

2002. 06. 21

부천-역곡전력구공사 안전시공

한국전력공사처장 김병헌

2002. 07. 02

감사패

매.경 건교부 우수아파트선정

하계제1구역주택개량조합

2002. 08. 03

상    패

한국건축문화대상

㈜서울경제

2002. 11. 22

인증패

소비자선정 파워아파트

파이넨셜뉴스

2002. 12. 31

표창장

건설교통 업무 발전

건설교통부장관

2003. 12. 31

표창장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문화관광부장관

2004. 09. 24

상    패

제4회 소비자선정 fn하우징 웰빙아파트 파워브랜드 대상 선정

파이낸셜뉴스 대표이사

2004. 10. 29

상    패

04 국민광고대상 우수상 입상

국민일보 대표이사

2004. 12. 03

감사패

초우량 건설보증기관으로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2004. 12. 31

표창장

철도건설 발전에 기여

한국철도시설공단

2005. 12. 30

상     패

"2005 대한민국 명품브랜드대상" 수상

한국경제신문사

2005. 06. 17

표창장

제11회 한국 주택문화상 수상

주택문화신문사

2005. 07. 04

표창장

제9회 살기좋은 아파트상 수상

매일경제신문사

2005. 07. 11

표창장

2005년 상반기 CS대상

제일경제신문사

2005. 07. 18

우수품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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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      패

내용

수여자

수상연월일

제1회 건설환경시설 경진대회 우수상

환경부장관

2005. 10. 24

인증서

제4회 fn하우징 파워브랜드 선정

파이낸셜뉴스

2005. 10. 28

표창장

제1회 대한민국 최고아파트  첨단환경부문 대상

건설교통신문

2005. 11. 04

표창장

시공 및 품질관련2006년 시공분야 우수업체

한국철도시설공단

2006. 03. 16

표창장

노사협력증진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국무총리

2006. 04. 28

표창장

산업 안전에 기여

광주지방노동청

2006. 06. 30

포    장

철도운송진흥을 통한 산업발전

대한민국

2006. 09. 18

표창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한국산업안전공단

2006. 09. 22

표창장

제2회 대한민국 최고아파트 대상 브랜드부문

매일건설신문

2006. 11. 02

국토해양부장관

2008. 11. 19

대전광역시장

2007. 06. 27

대한주택공사 사장

2007. 11. 16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2008. 01. 02

대통령

2008. 06. 20

표창장

국토해양업무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표창패

2007년도 우수 시공업체로 선정

격려장

건설현장의 상생협력 활동이 우수, 모범적 노력

우수시공패

건설공사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우수시공업체로 선정

표창장

인천국제공항2단계 건설을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

표창장

2008년도 우수시공업체로 선정

대한주택공사장

2008. 02. 26

대상

국토해양업무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국토해양부장관

2008. 11. 19

상장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

인천광역시장

2008. 12. 24

상장

2009아시아건설종합대상 주거품질 대상 수상

아시아경제신문 회장

2009. 09. 29

상장

한국도로공사 우수사례발표회에서 입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2009. 11. 20

환경부장관

2010. 10. 08

인천광역시장

2010. 10. 15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 03. 25

제23회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국토교통부

2014. 11. 05

표창장

국토교통업무 발전기여 표창장 수상

국토교통부

2015. 03. 05

표창패

도로개량 우수기관 선정

한국도로공사사장

2018. 12. 28

표창패

고품질 고속도로 건설에 기여한 우수기업

한국도로공사사장

2019. 02. 14

표창장

제10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대상

표창패

2010년 인천광역시 건축상 은상

표창패

2011년도 시공 및 용역능력평가에서 시공분야 우수업체 선정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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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월드컵경기장

ARAMCO GOSP 사우디아라비아

분당 아이원플러스

월곶 풍림아이원

POONGLIM
참고자료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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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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