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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동 은  꼼 꼼 하 게

생 각 은  원 대 하 게

생각은 원대하게 행동은 꼼꼼하게 -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품질우선, 완벽시공의 

목표 하에 50여년간 축적된 건설기술력으로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 KCC건설.  

더 큰 세상을 펼쳐나갈 큰 생각과 한 치의 오차 없는 꼼꼼함으로 

세상에 무한감동을 주는 초일류 건설기업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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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 O  M e s s a g e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초일류 건설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KCC건설의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우수한 인력자원 확보와 

기술개발, 완벽한 품질관리를 실현해 온 KCC건설은 산업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토목사업은 물론,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건축사업과 

주택사업, 대한민국 산업을 움직이는 플랜트사업, 그리고 해외건설 

사업을 통해 글로벌 건설 코리아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표창과 훈장 수상,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되는 등 일류 건설

회사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구축하였고, 과감한 기술개발과 연구에 전력을 

쏟음으로써 뛰어난 설계와 완벽 시공으로 그 신뢰와 명성을 착실히 쌓아

가고 있습니다. 

KCC건설은 글로벌 초일류 정밀화학기업의 계열사로, 경영상태와 재무구조

의 견실도가 국내 대형 건설업체 중 가장 튼튼한 기업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객 여러분께 감동을 전하고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KCC건설 대표이사 윤 희 영

KCC건설만의 더 큰 경영으로 
초일류 건설기업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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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suit of 
a valuable life

Cooperation
함께 멀리 가기 위하여 함께 걷는 
우리의 힘을 믿기에 협동과 상생의 건설을 빚어냅니다.    
협력업체와 함께 미래를 꿈꾸는 동반자로서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세상과 세상과의 
조화로운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의 시너지로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건설기업이 되겠습니다. 

Sincerity
더 좋은 삶을 위한 완벽 추구
땀의 진실로 만드는 감동의 건설을 짓습니다.
행복을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혁신을 위해 한 번 더 행동하고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연구하여 모두의 마음속에 무한감동을 건설합니다.  

Creative 
한발 앞선 생각과 창의적 시각으로  
꿈과 현실의 한계를 넘는 건설 이상향을 만들어갑니다.
사람의 생각 그대로 생활에 적용되는 휴먼 프로젝트. 한발 앞서 빛나는 창의와
남다른 열정으로 모두가 꿈꾸는 풍요로운 미래, 건설 파라다이스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B u s i n e s s   P h i l o s o p h y

환경 친화적인 경영과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창조
KCC건설은 품질우선, 완벽한 시공을 경영이념으로 고객에게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 창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설시장개방과 국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철저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와 감리, 시운전 그리고 평가지도에 이르는 완벽한 건설시스템을 통해 

건설과학화에 주력하며 세계무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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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3  상호영문표기 변경 (KEUMKANG CONSTRUCTION CO.,LTD.에서   

                 KUMGANG CONSTRUCTION CO.,LTD.로 변경)

2000. 03  ㈜금강 (1,839,900주 41.82%)과 고려화학㈜ (1,650,000주37.5%)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수 (3,489,900주) 및 지분율 (79.32%) 변동 

2000. 05  ISO 14001 인증취득 

2000. 09  철강구조물제작공장 공장인증서 2급 (건축, 교량) : 건설교통부 

2000. 11  조경공사업면허취득 

2001. 03     ’2000년도 안전관리우수업체1위선정 (한국도로공사) 

2001. 08  자본금 증액 

2001. 08  코스닥등록 거래개시 

2001. 12  본점소재지변경 (서초구 잠원동 27-8) 

2002. 04  우수시공업체선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03. 03  철강구조물제작공장 공장인증서 1급 (교량) : 건설교통부 

2004. 08  동탑산업훈장 수훈 

2005. 03  상호변경 (국문 : 주식회사케이씨씨건설, 영문 : KCC ENGINEERING & CONSTRUCTION CO.,LTD.) 

2006. 04  우수건설업자지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7. 03  산업포장 수상 

2007. 10  한국재무경영대상 대기업부문 대상 수상 

2008. 04  우수건설업자 지정 (한국토지공사) 

2008. 05     ’07년도 우수건설업체 지정 (한국수자원공사) 

2009. 03  우수건설업자 지정 (한국토지공사) 

2010. 12  인천국제공항철도건설 대통령 표창

2011. 03  OHSAS 18001 인증취득

2011. 03  우수건설업자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

2011. 03  우수건설업자 지정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 12  한경주거문화 대상 (브랜드부문 대상)

2012. 05  우수건설업자지정 (광주광역시)

2012. 09  굿디자인 마크 획득

2012. 12  한경주거문화대상 (브랜드부문 대상)

2013. 09  굿디자인 마크 획득

2014. 06  자본금증액 (총자본금1,070억원)

2014. 07  한경주거문화대상 (브랜드부문 대상)

2014. 07  매경살기좋은 아파트 (대형업체부문 우수상)

2015. 05  2015 주택브랜드 대상 (품격부문 대상)

2015. 07  한경주거문화대상 (환경친화 대상)

2015. 09  대지조성 사업자등록 면허취득

2016. 12  굿디자인 마크획득

2017. 05  2017 주택브랜드 대상 (디자인부문 대상)

2017. 04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취득

2017. 12  굿디자인 KIDP원장상 수상

1980. 06  전기해외건설업 면허취득 

1980. 10  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취득 

1981. 06  특수해외건설업 면허취득 

1983. 06  방지시설업 면허취득 

1985. 09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취득 

1986. 10    ’85년도 우수시공업체 선정 (건설부) 

1987. 02    ’86년도 우수시공업체 선정 (대한주택공사) 

1989. 01  금강종합건설㈜ 법인설립 (1989.01.27) 

1989. 03    ’88년도 우수시공업체 선정 (건설부) 

1989. 06  ㈜금강으로부터 금강종합건설㈜로 영업양도, 양수 

1989. 06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업 면허취득 

1958. 08  금강스레트공업㈜ 설립 

1968. 10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 

1970. 11  포장공사업 면허취득 전기공사업(제1종) 면허취득 

1976. 03  ㈜금강으로 상호변경

1976. 12  일반해외공사건설업 면허취득

1980 ~ 1989

2000  ~

1958 ~ 1979

We build
Trust & Respect 
주택, 건축, 토목사업에서 플랜트, 해외사업에 이르기까지 - 

지난 반세기 이 땅 위에 대한민국 건설사의 자부심을 세워온 KCC건설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래 건설기술력과 튼실한 기업신뢰성을 바탕으로

인류와 지구를 풍요롭게 하는 글로벌 건설 스탠다드 기업이 되겠습니다.

H i s t o r y

대한민국 건설부문 
대표 건설상을 석권하는 KCC건설!
품질을 우선 생각하고 완벽한 시공을 실천하는 KCC건설의 건설 철학이 수 많은

수상 실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986   건설부 장관  1985년도 우수시공업체

1987   대한주택공사  1986년도 우수시공업체

1989   건설부장관  1988년도 우수시공업체

1992   건설부장관  서울경제신문  한국건축문화대상

1993   서울시장  서울시건축대상(동상)

1994   한국수자원공사  1993년도 우수시공업체

1994   (재)한국강구조학회장  POSCO강구조 작품우수상

1994   대통령  표창장

1995   토지개발공사  1995년도  토지개발공사  품질관리우수상

1999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장

2000   한국토지공사  품질관리우수업체

2001   한국도로공사  2000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체 1위 선정

2001   환경부장관  표창장

2002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장

2002   대통령  표창장

2002   국무총리  표창장

2002   강원도지사  표창장

2003   환경부장관 표창장

2004   대통령  동탑산업훈장

2006   한국도로공사 사장  표창장

2006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장

2007   대통령  산업포장

2007   청주시장  표창패

2008   SH공사사장  표창장

2009   경기도 교육감 표창장

2009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문화대상

2009   수원시장 표창장

2010   창원시장 표창장

2010   환경부장관 표창장

2010   수원시장 표창장

2010   부산시장 표창장

2010   경기도지사 표창장

2010   대통령 표창장

2010   환경부장관 표창장

2011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수시공패

2011   한국철도시설공단 표창장

2011   경기도지사 표창장

2011   경기도교육감 표창장

2012   용인시장 표창장

2012   환경부장관 표창장

2012   통일부장관 표창장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장

2013   성남시장 표창장

2014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감사패

2014   경기도지사 표창장

2014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장

2015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장

2015   수원시장 표창장

2015   울산시장 표창패

2016   전라북도지사 표창장

2016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장

2017   국무총리 표창장

2017   한국철도시설공단 표창장

2017   경기도지사 표창장

2017   굿디자인 KIDP원장상 수상

1992. 10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건설부)  

1993. 02  건축상 시공부문 동상 수상 (서울특별시) 

1994. 03  건설연구소 설립 

1994. 04  본사사옥이전 (서초구 서초동 1301-4) 

1994. 05    ’93년도 우수시공업체 선정 (한국수자원공사) 

1994. 06  엔지니어링사업부 설립,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15개분야 

1994. 08  대전세계박람회 대통령 표창 

1995. 03     ’94년도 우수시공업체 선정 (대한주택공사) 

1995. 09  회사로고 KCC로 변경 

1996. 05  ISO 9001인증취득 (독일TUV, 한국KSA-QA 동시인증) 

1996. 11  철탑산업훈장 수훈 

1997. 03  건축상 은상 수상 (서울특별시) 

1997. 05  소정리 철구공장 준공 

1997. 12  산업설비공사업 면허취득 

1998. 01  철구사업부 ISO 9001 인증취득 

              (미국 HSB-RSK인증 : 미국 RAV, 유럽 RVC, 한국 CAB) 

1998. 06    ’98년도 우수시공업체 선정 (한국토지공사) 

1998. 07  석탑산업훈장 수훈 

1998. 12  철탑산업훈장 수훈 

1999. 05    ’98년도 우수시공업체 선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999. 05  정보통신공사업2등급 면허취득 

1999. 07  Y2K인증취득 (한국능률협회) 

1990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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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n a n c i a l  S t r e n g t h  R a t i n g

*회사채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신용평가
(AAA~C)

A A- A- A- A-

NICE신용평가
(AAA~D)

A A- A- A- A-

*기업어음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신용평가
(A1~C)

A2 A2- A2- A2- A2-

NICE신용평가
(A1~D)

A2 A2 A2 A2 A2

평가년도
평가기관

평가년도
평가기관

We are recognized as 
best company    
신뢰의 기업! 초우량 KCC건설만의 우수한 재무건전성과 세계 선진기업 수준의

튼튼한 재무구조로 고객과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We create the world 
a better place
삶의 터전과 생활에 특별한 행복을 더하고 산업 현장에 남다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더 좋은 미래가치를 만들어 온 KCC건설의 땀과 열정이 담긴 성과들을 만나보십시오.

건축사업 Building Works

주택사업 Housing Works

토목사업 Civil Works

플랜트사업 Plant Works

해외사업 Overseas Works

주요 경영분석 비율 (%)

매출액 
총이익율

8.
22

9.
60

매출 
순이익율

1.
49 1.
70

자기자본 
순이익율

5.
47 6.

93

부가가치율

15
.4
8

12
.8
7

2016

2017
사업 부문별 매출 구성비 (2017년 기준)

9.56 %
주택부문

매출총액

억원13,264 

19.90 %
토목부문

70.54%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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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사  업

시대를 넘는 건축명작을 

만들어 내는 힘! 

KCC건설만의 Creative 건설로 

시대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건축문화를 건설합니다. 

최첨단 복합시설에서 오피스, 관공서, 교육시설, 

에너지를 절감하는 친환경 건축물까지 

건축물 하나하나에 혼을 불어넣는 무결점 장인 정신과 

혁신적 기술로 건축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Building Works

서울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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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TOWER |포항 두호 복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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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사옥 |서울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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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실적 

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처

고려화학 사옥 신축공사  서울  고려화학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학훈단사 기숙사 및 식당 신축공사  경기  성균관대학교
전매청 인쇄창 신축공사 1차~7차  충남  전매청
상지대학교 병설 전문대학도서관 신축공사  강원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 학생회관 신축공사  강원  상지대학교
고려화학 대구영업소 신축공사 2차  대구  고려화학
경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경남  경남대학교
홍농종묘 사옥 신축공사  서울  홍농종묘
사립학교교직원 복지회관 신축공사 1차~5차  서울  사립학교교원
연수원 신축공사  경기  금강
경희대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서울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강의동 건축공사  서울  동국대학교
대전영업소 신축공사  대전  금강
전주영업소 신축공사  전북  금강
83112 시설공사  경기  국방부조달본부
83502 시설공사  전남  국방부조달본부
83609-1 시설공사  경기  국방부조달본부
한국석탄장학회관 신축공사  서울  한국석탄장학회
청량리지점 행사 신축공사(건축·기계)  서울  한국외환은행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증축공사  서울  동국대학교
부산영업소 신축공사  부산  금강
중앙회관 신축공사  서울  도로교통안전협회
현대시멘트 후생복지시설 및 크링카 PIP공사  충남  현대시멘트
서울위생병원 증축공사  서울  서울위생병원
동국대학교 도서관 증축 추가공사  서울  동국대학교
고려화학 보세창고 및 자재창고외 신축공사  경남  고려화학
창고신축공사  경기  F.E.D.
전주지점 행사 신축공사(건축·기계)  전북  한국은행
울산고려화학 기숙사 및 아파트 증축공사  경남  고려화학
대전 중리 급수위생 난방 및 가스공사  충남  대한주택공사
인천 만수옥외 급수위생 난방공사  인천  대한주택공사
동국대학교 원홍관 증축공사  서울  동국대학교
혜화관 증축공사  서울  동국대학교
삼육대학교 기숙사 및 교수회관 신축공사  서울  삼육대학교
과학기술원 대덕이전 신축공사 2공구  충남  한국과학기술원
고려화학 중앙연구소 시험소 증축공사  경기  고려화학
2291부대 지역시설공사  인천  제2291부대
군산창고 신축공사  전북  F.E.D.
인천영업소 신축공사  인천  금강
교통안전회관 신축공사  서울  도로교통안전협회
동두천숙소 신축공사  경기  F.E.D.
강원영업소 신축공사  강원  고려화학
일동제약 안성공장 증축공사  경기  일동제약  
일동제약 본사사옥 신축공사  서울  일동제약
고덕 로얄프라자 신축공사  서울  주양산업
마북리연수원 신축공사  경기  고려화학
포항영업소 신축공사  경북  고려화학
창원영업소 신축공사  경남  금강고려화학
여주공장 기숙사 7동 증축공사  경기  금강
여주공장 복리후생관 증축공사  경기  금강
광주영업소 창고 증축공사  전남  금강
고려화학 기숙사 증축공사  경남  고려화학
금강사옥 신축공사  서울  금강
효림프라자 신축공사  대전  효림유통
정보통신관 신축공사  대전  한국전기통신공사
대전 EXPO 관리동 신축공사  대전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대전 EXPO 편의영업시설 국제전시구역  대전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마북리 중앙연구소 증축공사 1차~2차  경기  고려화학
천주교 수원교구 장내동 교회 신축공사 1차~3차  경기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금강 대전영업소 창고 증축공사  대전  금강
고려화학 육종시험소 증축공사  경기  고려화학
전라선 임실역사 신축공사  전북  조달청
성남지점 영업소 신축공사  경기  제일은행
동국학술문화관 신축공사  서울  동국대학교
고려화학 대구영업소 증축공사  대구  고려화학
고려화학 순천영업소 증축공사  전남  고려화학
금강프라자 신축공사  서울  김봉태외 2인
중동 스포츠센터 신축공사  경기  삼정
금강 PVC공장 사무동 증축공사  전북  금강

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처

영월사업소 증축공사  강원  고려시리카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무대 및 음향설비공사  서울  동국대학교
동국학술문화관 난방추가공사  서울  동국대학교
고려화학 마북리 복지관 신축공사  경기  고려화학
충효관 신축공사  강원  동우학원
금강 문막기숙사 증축공사  강원  금강
원광학원빌딩 신축공사  전북  학교법인원광학원
사회교육원 신축공사  전북  원광대학교
판문점 자유의집 증개축공사  경기  조달청
고려화학 마북리 물류창고 신축공사  경기  고려화학
고양지점 신축공사  경기  조흥은행
우송산업교육원 신축공사  대전  우송대학교
정보매체센터 신축공사  서울  동국대학교
행정지원시설 건립공사  경기  통일원남북회담사무국
강릉영업소 및 물류창고 신축공사  강원  금강고려화학
경성전문대 문화관 증축공사  경기  경복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신관 증축공사  대전  우송정보대학
룸비니관 신축공사  서울  동국대학교
동우학원 양덕원 증축공사  강원  경동대학교
금강CC 클럽하우스 증축공사  경기  금강레저
수원~천안 2복선전철 병점역사 신축공사  경기  철도건설본부
천주교 수원교구 수지성당 신축공사 1차~3차  경기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수원~천안 2복선전철 세류역사 신축공사  경기  철도건설본부
서울 한방병원 용도변경공사  서울  동국대학교
본관동 및 도서관 신축공사  대전  우송대학교
여주 연양리 휴양시설 공사  경기  금강
천주교 수원교구 중앙성당 교육관 신축공사  경기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울산공장 연구동 증축공사  울산  금강고려화학
세계도자기엑스포 여주단지 건립공사  강원  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목포영업소 증축공사  전남  금강고려화학
전주 공장 RTO 기초공사  전북  금강고려화학
전주 CF마감 및 제품창고 증축공사  전북  금강고려화학
이태원 천우통상 사옥 신축공사  서울  천우통상
지리산호텔 신축공사  전남  대한교원공제회
경동대학교 노겸원(생활관) 신축공사  강원  경동대학교
천호동 테마빌딩 신축공사  서울  한국토지신탁
창원 The City 7 신축공사  경남  도시와사람
테마파크 건설공사  강원  강원랜드
전주 물류창고 신축공사  전북  금강고려 화학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신축공사  전북  조달청
하나원 증축공사  충북  조달청 (통일부)
우송정보대학 가정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대전  우송정보대학
현대 청운고등학교 학생생활관 증축공사  울산  현대학원
마북리 기숙사 신축공사  경기  금강고려화학
아산공장 제품창고 증축공사  충남  금강고려화학
문막공장 제품창고 증축공사  강원  금강고려화학
금강CC 클럽하우스 리노베이션공사  경기  금강레저
벤처오피스빌딩 신축공사  서울  SH공사
우송휴먼센터 신축공사  대전  우송대학교
경의선 도로출입시설(C.I.Q) 신축공사  경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안산연구센터 신축공사  경기  한국생산기술
광진구민 체육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서울  조달청
중부지방 국세청사 신축공사  수원  조달청
세우빌딩 신축공사  서울  사단법인세우회
청주 목련공원 신축공사  충북  청주시경리관
서울 광진우체국 증축공사  서울  조달청
KCC 서초사옥 리모델링공사  서울  KCC
KCC 중앙연구소 화학동 증축공사  경기  KCC
수원 화성박물관 건립공사  경기  수원시화성사업소
이이 공공시설 증축공사 1차  경기  통일부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경기  부천시
KCC HomeCC 목포점 신축공사  전남  KCC
KCC 울산집배송시설 신축공사  울산  KCC
문현기술관 신축공사  울산  현대중공업

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처

오장동S-CITY호텔  서울  동대문호텔피에프브이
기아자동차대구센터리모델링  대구  기아자동차
울산집배송센터증축  울산  KCC
포항두호복합시설  포항  에스티에스개발주식회사
동국대일산바이오관  경기  동국대학교
광주초월고외2교BTL  경기  경기도교육청
주한미군초중학교 [을사]  경기  LH공사
하이원행정동신축공사  강원  강원랜드
코스트코천안점  충남  코스트코코리아
평촌뷰웍스사옥신축  경기  주식회사뷰웍스
코스트코의정부점  경기  코스트코코리아
경찰대학지방이전신축 [을사]  충남  조달청
여주판유리7호기신설공사(건축)  경기  KCC
인천물류창고증축공사  인천  KCC
현중해양판넬식사무동신축  울산  현대중공업
경복대학교지성관신축  경기  경복대학교
홈플러스남현점추가공사  서울  홈플러스
동국대학교부지조성토목공사  경기  동국대학교
여주신정문및고가수조  경기  KCC
해양오토바이주차장신축공사  울산  현대중공업
현중해양식당신축공사  울산  현대중공업
한남동공영주차장신축  서울  용산구청
삼천리자전거사옥신축  서울  참좋은레져
울산HomeCC신축  울산  KCC
평촌스마트스퀘어프로텍신축  경기  ㈜프로텍
제로에너지목업주택  서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코스트코용인공세점  경기  코스트코코리아
제로에너지주택실증단지  서울  노원구청
여의도업무시설신축  서울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여천위험물창고신축  전남  KCC
한국알콜기흥사옥신축공사  경기  한국알콜산업
KAC집배송시설신축  울산  코리아오토글라스
강릉원주대외2교생활관BT  강원  교육과학기술부
코스트코평택디포지반개량공사  경기  코스트코코리아
광주창고신축  광주  KCC
구미칼라센터신축  경북  KCC
울산씨티파크몰증축  울산  메가마트
코스트코부산점증축  부산  코스트코코리아
수원역세권7-2BL  경기  KCC
코스트코평택디포신축  경기  코스트코코리아
가천대의학관신축공사  인천  가천대학교
울산물류창고신축  울산  KCC
여주공장물류창고증축  경기  KCC
현중외업1관오토바이주차타워  울산  현대중공업
대죽1공장증축  충남  KCC
나이스그룹1사옥재건축  서울  나이스평가정보㈜
서울과기대생활관BTL [을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김천공장증축(G/W)  경북  KCC
송파농협종합시설  서울  엔에이치개발
석고보드3호기신축  충남  KCC
경인아라뱃길물류센터신축  인천  웨스트우드피에프브이
김포쉴낙원신축  경기  프리드라이프
여주코팅유리2호기(건축)  경기  KCC
길병원리모델링공사  인천  길의료재단
대죽공장판유리1호기(건축)  충남  KCC
경기북부영업소신축  경기  KCC
종로관훈동복합시설  서울  로터스피에프브이
GS홈쇼핑물류센터신축공사  경기  지에스홈쇼핑
코스트코하남점  경기  코스트코코리아
에프앤에프물류센터신축공사  경기  에프앤에프
세종장섬유2호기증설(건축)  세종  KCC
오토닉스마곡연구소신축공사  서울  오토닉스
제로에너지시설개선공사  서울  노원구청
삼성전자평택사무2동  평택  삼성전자

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처

현대미포조선 기숙사 신축공사  울산  현대미포조선
하이원리조트호텔 증설 및 One Stop 서비스센타 신축공사  강원  강원랜드
한국루터회관 신축공사  서울  한국루터교회
오페라극장 객석 및 지원공간 시설개선공사  서울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무대기계 설치공사  서울  예술의전당
안산시 상록구청사 건립공사  경기  안산시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건립공사  경기  성남시
KT 가락지점 오피스 개발사업  서울  KT
KCC HomeCC 인천점 신축공사  인천  KCC
KCC 여주공장 물류창고 신축공사  경기  KCC
풍산지구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경기  미래KDB에코시티
가산동 KCC웰츠밸리 아파트형공장  서울  자체사업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건립공사  경기  조달청
미스터피자그룹 사옥 신축공사  서울  미스터피자그룹
판교 이노밸리 클러스터 조성사업 신축공사  경기  이노밸리
육군 파주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경기  국방부
만정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 경기  경기도교육청
KCC 여주공장 물류창고 신축공사  경기  KCC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 1단계 신축공사  부산  부산파이낸스PFV
KCC 대죽 물류창고 신축공사  충남  KCC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 조성사업 신축공사  경기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
테크노세미켐 사옥 신축공사  경기  테크노세미켐  
서초동 KH바텍 사옥 신축공사  서울  KH바텍
중앙연구소사원기숙사증축  경기  KCC
육군동송관사BTL  강원  국방부
서울김포관사BTL  서울  국방부
대죽조립금속공장신축  충남  KCC
세종시상록아파트전기공사  세종  공무원연금공단
전의공장TOOL보관소  충남  KCC
여주공장물류창고신축  경기  KCC
강릉출장소증축  강원  KCC
동국대기숙사신축공사  경기  동국대학교
울산사원기숙사개보수  울산  KCC
이태원사택신축  서울  KCC
이태원영빈관신축  서울  KCC
후지필름복합주거신축공사  서울  한국후지필름㈜
대죽공단물류창고  충남  KCC
단대천안캠퍼스기숙사  충남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공공기숙사
울산대학병원 신축동  울산  현대중공업
음성태양광모듈3공장  충북  현대중공업
전의공장주공장증축  충남  KCC
대죽공단물류창고부대토목  충남  KCC
전주1공장AM증축  전북  KCC
대죽2공장GUM/HTV증축  충남  KCC
대죽메탈분쇄공장증축  충남  KCC
부산국제금융센터  부산  부산파이낸스센터피에프브이
포스코아이씨티  경기  포스코아이씨티
여주사파이어  경기  KCC
안성사파이어  경기  KCC
안성154kv전력공급공사  경기  KCC
이의1초외3교BTL  경기  경기도교육청
동탄비즈니스호텔  경기  아시아갤럭시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제2하나원신축공사  강원  통일부
에이텍판교사옥신축공사  경기  에이텍
전의2공장신축공사  충남  코리아오토글라스
김천154kv전력공급공사  경북  KCC
김천공장  경북  KCC
판교PDCC  경기  판교디지털컨텐츠파크조성사업컨소시엄
세종시정부청사2-2구역건립공사  충남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가톨릭대약학대학  경기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관악남현플라자  서울  에스티에스도시개발
코스트코광명점  경기  코스트코
농어촌공사본사사옥  전남  한국농어촌공사
현중외업2,3관신축공사  울산  현대중공업
동서울대주차장리모델링공사  경기  동서울대학교
판교테크노밸리A-1블럭  경기  에스케이씨앤씨컨소시엄
기아자동차전주사옥리모델링  전주  기아자동차
대전문화동복합시설  대전  대한토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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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신도시2차 KCC스위첸

Housing Works

주  택  사  업

더 풍요롭고 행복한 최고의 주거공간, 

KCC건설만의 Detail 주택 건설로 

고객의 바람, 그 이상의 삶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21세기 주택문화를 선도해가는 이시대 최고급 아파트 스위첸에서 

첨단 테크놀러지의 신기원인 초고층 주상복합 주거공간 웰츠타워까지 

첨단을 넘어 자연과의 조화까지 생각한 대한민국의 삶의 공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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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파크 KCC스위첸   |동탄2신도시 KCC스위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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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신도시2차 KCC스위첸 |울산 우정혁신도시 KCC스위첸(상)  /  부산 사직 KCC스위첸(중_좌)  /  평내호평역 KCC스위첸(중_우)  /  영종하늘도시 KCC스위첸 (하_좌)  /  용인성복역 KCC스위첸(하_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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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KCC웰츠타워 |  위례 우남역 KCC웰츠타워(좌)  /  대전 도룡 KCC웰츠타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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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처

수원아파트 신축공사  경기  금강
창원 반송동(B-2) 복지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경남  대한주택공사
창원 반송동(B-2) 복지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경남  대한주택공사
둔촌동 고층아파트 건설공사 11공구  서울  대한주택공사
가락아파트 건립공사 1차~3차 8공구 서울  서울특별시
강릉 포남동 임대아파트 건설공사  강원  대한주택공사
남가좌 2지구 재개발건축공사  서울  서대문구청
언양공장사택 신축공사  경남  금강
부곡아파트 및 상가 신축공사  부산  금강
과천 1-2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0공구  경기  대한주택공사
광주 염주차관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설공사 3공구  전남  대한주택공사
대전 용운 IBRD차관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대전  대한주택공사
구로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서울  대한주택공사
인천 만수 아파트 건설공사 13공구  인천  대한주택공사
대전 중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대전  대한주택공사
목동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6공구 1차~2차  서울  서울특별시
상계 2단계 3차 아파트 건설공사 34공구  서울  대한주택공사
상계 2단계 5차 아파트 건설공사 62공구  서울  대한주택공사
서초 오피스텔 신축공사  서울  한진흥업
인천 계산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인천  대한주택공사
울산아파트 신축공사  울산  현대강관
울산아파트 신축공사  울산  고려화학
대구 월성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경북  대한주택공사
가평 광산 사원아파트 신축공사  경기  금강  
여주 사원아파트 증축공사  경기  금강
부산 학장동 금강아파트 신축공사  부산  금정주택
서울 신림 아파트 건설공사  서울  대한주택공사
성남 분당 영구임대아파트 건설공사  경기  대한주택공사
전주 사원아파트 신축공사  전북  고려화학
아산 사원아파트 신축공사  충남  고려화학
분당 금강아파트 건설공사  경기  자체사업
구서동 금강아파트 건설공사  부산  부광종합건설
부천 중동 아파트 건설공사  경기  대한주택공사
미금 금강아파트 건설공사  경기  자체사업
서울 신림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서울  대한주택공사
용인 역북 금강아파트 신축공사  경기  자체사업

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처

고려화학 아산 사원아파트 증축공사  충남  고려화학
금강 소정리 사원아파트 신축공사 1차~2차  충남  금강
시흥 연성 금강아파트 신축공사  경기  자체사업
융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서울  융화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오성연립 재건축사업  서울  오성연립재건축주택조합
수원 정자 금강아파트 신축공사  경기  자체사업
부천 상동 금강아파트 신축공사  경기  자체사업
자양동 금강아파트  신축공사  서울  자체사업
동작동 금강아파트  신축공사  서울  자체사업
태화연립  재건축사업  서울  태화연립재건축주택조합
송파 보람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축공사  서울  보람지역주택조합
전주 사원아파트 증축공사  전북  금강고려화학
광주 신현리 현대아파트 신축공사  경기  일우종합건설  
만리동 KCC파크타운 신축공사  서울  홍부기업,정안산업개발
홍학연립 재건축사업  서울  홍학연립재건축주택조합
용인 신갈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경기  대한주택공사
건대입구 KCC파크타운 신축공사  서울  자체사업
여의도 KCC파크타운 신축공사  서울  은암산업개발
수원 매산로 KCC파크타운신축공사  경기  금정디앤씨
하남 덕풍동 KCC아파트 신축공사  경기  자체사업
군포 당동1차 재건축사업  경기  한미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수원역 뉴타운 센트라우스 신축공사  경기  넓은들
부천 심곡동 KCC엠파이어타워 신축공사  경기  리스인터내셔널
KCC엠파이어리버 신축공사  서울  강앤파트너스
동탄 시범단지 스위첸 신축공사  경기  자체사업
울산 무거동 KCC웰츠타워 신축공사  울산  왕건종합건설
용인 동백 써미트빌 신축공사  경기  경기지방공사
발산지구 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서울  SH공사 
송도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인천  조달청
송탄 지산동 스위첸 신축공사  경기  베네치아건설
사당동 KCC아파트 건설공사  서울 아주연립재건축주택조합
이문 뉴타운 KCC웰츠타워 신축공사  서울  이문종합상가
인천 논현 3BL 아파트 건설공사 13공구  인천  대한주택공사 
아산 배방 A3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충남  대한주택공사 
용인 흥덕 AB2BL 아파트 건설공사  경기  경기도시공사 
광명 신촌 1BL 주거환경 개선지구 아파트 건설 공사 1공구  경기  대한주택공사

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처

동탄 2신도시 KCC스위첸  경기  신명종합건설
전주 만성LH아파트  전북  LH공사
구리 갈매LH아파트  경기  LH공사
포항 양학산 KCC스위첸  경북  대한토지신탁
왕십리 KCC스위첸  서울 광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울산 우정혁신도시 KCC스위첸  울산  KCC건설
이천 설봉 KCC스위첸  경기  엘앤에스파트너스
전주 송천 KCC스위첸  전북  유남시앤시
부산 사직 KCC스위첸  부산  사직 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거제 아주 KCC스위첸  경남  한미개발
평내 호평역 KCC스위첸  경기  KCC건설
한강신도시2차 KCC스위첸  경기  머큐리아이앤디
위례 우남역 KCC웰츠타워  경기  한산매니지먼트
전주 만성LH아파트  전북  LH공사
구리 갈매LH아파트  경기  LH공사
경남 진주LH아파트  경남  LH공사
H하우스대림뉴스테이  서울  에이치티에이치피에프브이
경주 황성 KCC스위첸  경북  소산씨앤디 
대전 도룡동 KCC웰츠타워  대전  대전스마트디벨롭먼트주식회사
효창파크 KCC스위첸  서울  효창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신당 KCC스위첸  서울  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울산 블루마시티 KCC스위첸  울산  랜드파트너스 
용인 성복역 KCC스위첸  경기  씨엔청우홀딩스
양산 KCC스위첸  경남  한국토지신탁 
속초 KCC스위첸  강원  한국자산신탁 
여주 KCC스위첸  경기  한국토지신탁 
전주 에코시티 KCC스위첸  전북  KCC건설
사천 KCC스위첸  경남  한국자산신탁
영종하늘도시 KCC스위첸  경기  KCC건설
울산 전하 KCC스위첸 (1차)  울산  케이디엔씨
동분당 KCC스위첸 파티오  경기  성남더하우스
안양 KCC스위첸  경기  비전타운
이수교2차 KCC스위첸  서울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광안 KCC스위첸 하버뷰  부산  엠디엠플러스

주택공사 실적 

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처

창원 도계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경남  대한주택공사
화성 동탄 4-1BL 아파트 건설공사  경기  경기도시공사
장지지구 2단지 및 미아2구역 아파트 건설공사  서울  SH공사 
성남 판교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경기  대한주택공사  
대구 상인 스위첸 신축공사  대구  자체사업
오산 갈곶동 스위첸 신축공사  경기  금정벤처빌
춘천 만천리 스위첸 신축공사  강원  군인공제회 
수원 광교산 스위첸 신축공사  경기  동일디앤씨
안성 공도 스위첸 신축공사  경기  그린토건
부산 해운대 스위첸 신축공사  부산  써프산업개발
대구 율하 2지구 B-3, C-1 블럭 공동주택 건설공사  대구  대한주택공사 
김포 한강신도시 스위첸 신축공사  경기  한국토지신탁 
용인 외대앞 스위첸 신축공사  경기  생보부동산신탁
남양주 별내 스위첸 신축공사  경기  한국토지신탁
청라지구 A1, A2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경기  청라국제업무타운
소사 뉴타운 스위첸 신축공사  경기  백동단지주택재건축정비조합
제주 아라지구 스위첸 신축공사  제주  서미트캠프
경주 용황 스위첸 신축공사  경북  한국토지신탁
판교역 KCC웰츠타워 신축공사  경기  인앤아웃
김포 한강TK아파트  경기  김포도시개발공사
부천 소새울 KCC스위첸  경기  백동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경북김천LH아파트  경북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전주LH아파트  전북  한국토지주택공사
KCC상암스튜디오380  서울  ㈜한토씨앤씨
수원호매실LH아파트  경기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 한강신도시 KCC스위첸  경기  신명주택건설
남양주 별내 KCC스위첸  경기  신명종합건설
용인 외대앞 KCC스위첸  경기  청림종합건설
제주 아라 KCC스위첸  제주  한국자산신탁
판교역 KCC웰츠타워  경기  코람코자산신탁
경주 용황 KCC스위첸  경북  한국토지신탁
용산 KCC웰츠타워  서울  시티파크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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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Works

토  목  사  업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KCC건설만의 Innovative 토목사업으로 

더 새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KCC건설은 사회간접자본인 고속도로에서

교량, 철도, 터널, 댐, 항만, 지하철,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가능한 공사를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생활과 산업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자부심으로 대한민국을 더 새롭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1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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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 강릉 철도 제4공구 |전북 부안댐(상)  /  전남 평림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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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공사 |청원 - 상주 고속도로 터널(상)  /  정읍 - 완주 고속도로(좌)  /  구미 국가산업단지 진입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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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천공항철도 |동탄 - 수원 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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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처

가평 광산 부지조성공사  경기  금강 

울산공장 증축, 부지조성 및 포장공사  경남  고려화학

인천 남동 호안 및 하천개수공사  인천  한국토지개발공사

상색~가평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경기  건설부

인천남동공단 유수지공사  인천  한국토지개발공사

ADB 6차 차관도로사업 제12공구(태인~금구)  전북  건설부

여천공장 부지조성공사  전남  금강

인천남동공단 제2단계 부지조성공사(제4공구)  인천  조달청

금강 여주공장 2호기 토목공사  경기  금강

마북리 중앙연구소 부지조성공사  경기  고려화학

육창철도 인입선 노반공사  전북  철도청

영월공장 진입로 교량공사  강원  현대시멘트

여주공장 석축공사 및 오수관 부설공사  경기  금강

변산 우회도로 도로유관 관로공사  전북  이리전신전화건설국

대전~논산 덧씌우기 포장공사  충남  한국도로공사

대덕 2~4도로 유관 관로공사  대전  대전전신전화건설국

금강 컨트리클럽 건설공사  경기  금강레저

여주공장 부지조성공사  경기  금강

인천남동공단 배수문 개선공사  인천  한국토지개발공사

여주공장 증축공사(토목)  경기  금강

대덕 연구단지 제2단계 조성공사(제4공구)  대전  조달청

자유로(문발제~성동리)건설공사  경기  한국토지개발공사

EXPO 통신관로공사  대전  EXPO조직위원회

아산공업기지 항만 진입도로 건설공사  경기  조달청

옥과~석곡 도로포장공사  전남  조달청

신태인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전남  조달청

대전 세계박람회(EXPO) 토목기반 시설공사  대전  EXPO조직위원회

옥과~석곡 지장물 이전공사  대전  한국전기통신공사

일산선 구파발~일산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개량공사  경기  조달청

여천공장 2호기 증설공사  전남  금강

옥과~석곡 도로유관 지하 관로공사  전남  한국전기통신곡성전화국

영동고속도로 신갈~원주 3공구 4차선 확장공사  경기  한국도로공사

EXPO 교량 건설공사  대전  EXPO조직위원회

부안댐 건설 토목공사  전북  한국수자원공사

부안댐 진입로 도로유관 관로공사  전북  한국수자원공사

EXPO 통신관로 공사(보조관로)  대전  EXPO조직위원회

여주공장 수조탱크 터파기공사  경기  금강

고려화학 아산공장 부지조성공사  충남  고려화학

연희동 구간 도로 개설공사  서울  조달청

대전 세계박람회(EXPO) 토목기반 시설유지 개보수용역  대전  EXPO조직위원회

전라선(신리~순천) 3공구  전북  조달청

분당선 왕십리~분당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공사  경기  조달청

어론~상남 도로 확포장공사  강원  강원도

여천공장 수해복구공사  전남  금강

여주공장 SILO장 절취공사  경기  금강

울산 고려화학단지 내 토목공사  경남  고려화학

부안댐 진입도로 유관관로공사  전북  부안전화국

도비도 '한국형 농업시범단지' 내 농어촌 휴양지 개발부분 기반조성  충남  농어촌진흥공사

언양광산 안산암 채광공사  경남  금강

변산계통 수수사업(광역상수도 중복구간)  전북  부안군

성남로 확장 도로유관 통신구 환기구 이전공사  경기  성남전화국 

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처

노곡~미산 도로확장공사  경기  경기도

수원~매송 도로확장공사  경기  화성군

임진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2공구  경기   농업진흥공사

임진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3-A공구  경기  농업진흥공사

ADB 4차 차관도로 개량공사 19공구(담양~남원)  전북  건설부

구파발~삼송리 도로확장공사  경기  경기도

장서~미산 도로확장공사  경기  경기도

가평천 개수공사  경기  경기도

신시가지 지하도 및 철도노반 이설 축조공사  경북  구미시

경부복복선 영등포~수원 2공구 노반공사  경기  철도청

부산영업소 신설공사  부산  한국도로공사

둔덕~7비(7비우회도로)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1차~5차)  전남  건설부

공업단지 조성공사  충남  천안시

IBRD 4차 차관도로 사업공사 26공구(공주~전의)  충남  건설부

인동단지 확장 및 포장공사(1차~4차)  경북  건설부

구미우회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1차~2차)  경북  건설부

고려화학호안 및 안벽축조공사(1차~3차)  경남  고려화학

호남고속도로(회덕~정읍) 오버레이 포장공사  충남  한국도로공사

호남고속도로(이리~담양) 오버레이 포장공사  전북  한국도로공사

호남고속도로(대전~광주) 오버레이 포장공사  전북  한국도로공사

부안 상수도 확장공사(4차~6차)  전북  부안군청

부안~변산 도로포장공사(2차~4차)  전북  건설부

여수 주택단지 조성공사  전남  건설부

정읍~태인 도로포장공사(1차~3차)  전북  건설부

정읍~남산 도로포장공사  전북  전라북도

지만, 인계(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공사  경기  수원시

지만, 인계(제1지구) 2차 택지조성 및 도로포장공사  경기  수원시

지만, 인계(제1지구) 3차 택지조성,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공사  경기  수원시

호남고속도로(대전~광주) 4차선 확장 1차공사(제1공구)  충남  한국도로공사

임진지구 농업개발사업 갈현, 금촌지구 경지 정리사업  경기  농업진흥공사

남강유역 개발사업 Ⅱ-1공구 토목공사  경남  농업진흥공사

남강유역 개발사업 Ⅲ-2공구 토목공사  경남  농업진흥공사

세평지구 농업용수 개발 저수지공사  충북  괴산농지개량조합

IBRD 지방도 및 군도개발사업 (고창~반암) 도로포장공사  전북  전라북도

택지두암지구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전남  한국토지개발공사

아산~공음 도로포장공사(1차~2차)  전북  전라북도

지만, 인계(제1지구) 4차 택지조성,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공사  경기  수원시

변산 우회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5차~12차)  전북  건설부

여천 석고보드공장 부지조성공사  전남  금강

ADB 5차 차관도로사업 제47공구(남원~전주)  전북  건설부

광주시 상수도(동북계통) 확장사업 제6공구(배수설비)공사  광주  광주시청

IBRD 지방도 및 군도개발사업(정읍~신태인)  전북  전라북도

호남고속도로 대전~광주(회덕~서대전) 4차선 확장공사(제1공구)  충남  한국도로공사

여주공장 부지조성공사  경기  금강

세평지구 경지 정리공사  충북  괴산농지개량조합

여주~대신 도로포장공사(1차~3차)  경기  건설부

남원~전주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1차~8차)  전북  건설부

남강지구 제2-1공구 보강공사  경남  농업진흥공사

남강지구 제3-2공구 보강공사  경남  농업진흥공사

고려화학 울산공장증축 토목공사  경남  고려화학

제2차 IBRD 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고창~신흥)  전남  전라남도

인천 만수 대지조성 및 토목 구조물 공사  인천  대한주택공사

중부고속도로 건설공사(제5공구)  경기  한국도로공사

중부권 개발공사(제5공구)  경기  한국전기통신공사통신시설사무소 

제2차 IBRD 차관 군도 및 지방도 추가 개발사업(관촌~신평)  전북  전라북도

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처

성남로 확장 도로유관 관로공사  경기  성남전화국

울산공장 부지 확장 조성공사  경남  고려화학

여주공장 3호기 주변포장 및 기타공사  경기  금강

줄포계통 수수사업(광역상수도 중복구간)   전북  부안군

금강 여주공장 포장공사  경기  금강

주천~남원 도로개설 배관관로공사  전북  한국전력공사전북지사

성남병원~복정사거리 대비관로공사  경기  한국전력공사성남지점

문산~PM 유관관로공사  경기  한국통신서울통신망운용국

호남고속도로 고서~순천 4차선 확장공사(제3공구)  전남  한국도로공사

일죽~장호원 도로 확포장공사  경기  조달청

주천~남원 도로 확포장공사  전북  조달청

자유의다리~판문점 도로 확포장공사  경기  조달청

도시철도 1호선 1-2공구 토목공사  인천  조달청

소정지방 공업단지 조성공사  충남  금강

아산국가 공업단지 개발사업(포승지구) 조성공사(2공구)  경기  한국토지공사

공주~정안 도로 확포장공사  충남  조달청

진안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전북  조달청

성남대로(모란~장지) 확장공사  경기  성남시

부안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정수 및 송수시설공사  전북  조달청

대전~통영 고속도로 함양~진주 건설공사(제19공구)  경남  한국도로공사

공촌정수장 도수관로 시설공사(4차)  인천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일죽~장호원 도로유관 관로공사  경기  경기전화건설국

정안~행정 도로 확포장공사  충남  조달청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제1공구)  대전  한국도로공사

공주~종촌 도로 확포장공사  충남  조달청

군포교 가설공사  전북  조달청

진성~이반성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경남  조달청

경부고속철도 제1-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경기  한국고속철도공단

중부경찰서~복정사거리 도로유관 관로공사  경기  성남전화국

경부선 수원~천안 복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경기  한국철도시설공단

광주도시철도 1호선 1-7공구 건설공사  광주  조달청

도시철도 1호선 1-2공구 병행 전력구 설치공사  인천  조달청

생극~장호원 도로 확포장공사  충북  조달청

동화댐계통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전북  한국수자원공사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구미 건설공사(제15공구)  경북  한국도로공사

공주~정안 도로유관 관로공사  충남  한국통신대전전화국

통일동산 조성사업 조성공사 2-2공구  경기  한국토지공사

주천~남원 도로 유관 관로공사(1차~2차)  전북  남원전화국

자유의다리~판문점 도로수해 복구공사  경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아산국가산업단지 도로유관 관로공사  경기  평택전화국

공주~종촌 도로유관 관로공사 3공구  충남  한국통신대전전화국

대죽지방산업단지 대행개발 조성공사  충남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이동~용인 도로 확포장공사  경기  조달청

금강 소정공단 사원아파트 부지조성공사  충남  금강

자유대교~PM 유관관로공사  경기  한국통신서울통신망운용국

아산항(1단계)준설토 투기장 가호안 축조공사  경기  조달청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구미 건설공사(제1공구)  경기  한국도로공사

아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성공사 2-2공구  경기  한국토지공사

아산 국가산업단지내 배전관로 설치공사(2공구)  경기  한국전력평택지점

마북리 연구단지 포장공사  경기  고려화학

계산분기 관로공사  인천  한국전력공사

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처

전의지방 공업단지 조성공사  충남  연기군

아산 국가공단 2공구 도로유관 관로공사  경기  평택전화국

남원~주천 산업도로 진입로 관로공사  전북  남원전화국

수도권 광역상수도 1단계 성남 계통 원수관로 교체공사  경기  한국수자원공사성남사무소

자유대교 교량 첨가공사  경기  한국통신서울통신망운용국

(와룡)태우탄광 폐수정화시설설계  강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남원~주차 산업도로 관로공사  전북  남원전화국

소정지방 산업단지 부지조성 토목공사(환경보호시설물)  충남  금강

정읍~태인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전북  조달청

아산 국가공단 2공구 2차분 도로유관 관로공사  경기  평택전화국

금강 언양공장 포장공사  경남  금강

어론~남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강원  조달청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상관~구이)건설공사  전북  조달청

서해안고속도로 군산~무안 건설공사(제19공구)  전북  한국도로공사

하서~부안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전북  조달청

대구~포항 고속도로 건설공사(제5공구)  경북  한국도로공사

임학사거리 부근 상수도관 포설공사  인천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 1-2공구 환기구 부근 상수도관 포설공사  인천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전라선(신리~순천) 4공구 노반개량공사  전북  조달청

아산항(2단계 개발사업) 외곽호안 축조공사  경기  조달청

와룡태우탄광 폐수정화 시설공사  강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철거인공 매몰공사  경기  한국통신성남전화국

장섬유공장 포장공사  충남  금강

국도17호선 병암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전북  남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입장~도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충남  충남건설사업소

마령~장수 도로확포장공사  전북  전라북도

부천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제4공구)  경기  한국토지공사

대성정수장 도수관 이설공사  전북  한국수자원공사

정안~행정 도로유관 관로공사  충남  한국통신대전전화국

국도17호선(정읍~태인)송수관로 이설공사  전북  한국수자원공사정읍관리단

전의 석재단지 도로유관 관로공사  충남  대전전화건설국

전의S/S 인출관로공사  충남  한국전력충남지사

통일동산 조성2단계 제2-2공구 인입관로 설치공사  경기  한국전력파주지점

전의지방 산업단지 가로등공사  충남  연기군

여천공장 포장 보수공사  전남  금강

상남7교 개축공사  강원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평택(아산)항 준설토투기장 가호안 태풍피해 복구공사  경기  인천항건설사무소

구미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경북  현대건설

사원 체육시설 부지조성공사  경기  금강

경부고속철도 제1-1공구 도로유관 관로공사  경기  남서울전화건설국

이동~용인 도로유관 관로공사(1차~2차)  경기  KT강남망건설국

예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경북  예천군

고창~부안 도로유관 관로공사  전북  한국통신정읍전화국

경춘선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경기  조달청

경춘선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  경기   조달청

어론~남전 도로유관 관로공사  강원  KT강남망건설국

천안시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충남  천안시상수도사업소

공주~종촌 도로유관 관로공사(2공구)  충남  한국통신대전전화국

기흥 구갈 3지구 부지조성공사  경기  경기지방공사

아산만 2공구 도로유관 관로공사  경기  경기전화건설국

평택(아산)항 준설토투기장 가호안 보강 및 기타공사  경기  인천항건설사무소

토목공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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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처

생극~장호원 도로 유관관로공사  경기  경기전화건설국

용인신봉, 동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경기  한국토지공사

포스코휼스입구앞~시장교 도시가스 배관공사  충남  중부도시가스

성지 금성샛별아파트앞~포스코휼스 배관이설공사  충남  중부도시가스

전의지방 산업단지 오폐수처리 시설공사  충남  연기군

입장~도계 도로유관 관로공사  충남  KT대전전화건설국

여천공장 증축부지조성 토목공사  전남  금강고려화학

고산국도~무열로 도로건설공사  대구  대구광역시수성구청

대둔산길 도로유관 관로공사  대전  한국통신대전전화국

통일동산 3세대 주택지 암지반 처리공사  서울  한국토지공사서울지사

언양광산 안산암 발파생산 및 기타 토목공사  울산  금강고려화학

상동 택지지구 지중화공사  인천  한국전력공사

선운사~흥덕 도로 건설공사  전북  조달청

경부고속도로 주변 고지 배수로 확장공사   서울  조달청

전주공장 조경부지 포장공사  전북  금강고려화학

수지분기 전력구 공사(2차)  경기  한국전력구건설처 

동천택지 도로유관 관로공사  경기  KT강남망건설국

상남6교 가설공사  강원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강릉지소

파주금촌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 시설공사  경기  대한주택공사

상동 택지지구(4공구) 도로유관 관로공사   경기  KT서부망건설국

광주도시철도 1호선 1단계 정거장 외부인입통신공사(1-7공구)  광주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

광주도시철도 1호선 1단계 본선 및 정거장 접지공사(1-7공구)  광주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

광주도시철도 1호선 2단계(1-9공구) 토목공사  광주  조달청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 부지 조성공사(2공구)  부산  도시개발공사

서산 대죽 지방공단 도로유관 관로공사  충남  KT충남망건설국

봉남2교 가설공사  강원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강릉지소

지방도 446호선(어론~상남) 수해복구공사  강원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강릉지소

정읍~태인 도로유관 관로공사  전북  KT전북망건설국

고속국도 제1호선 경주~동대구 확장공사(제2공구)  경북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제1호선 경주~동대구 확장공사(제3공구)  경북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제65호선 부산~울산 확장공사(제1공구)  부산  한국도로공사

익산~포항 고속도로 익산~장수 건설공사(제6공구)  경북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제30호선 청원~상주 건설공사(제4공구)  충북  한국도로공사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수원시설(평림댐) 건설공사  전남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철도 시설물 토목, 건축 및 부대시설공사  인천  인천국제공항철도주식회사

굴포천 임시방수로 건설사업  인천  경인운하

구갈택지지구(2공구) 지장이전공사  경기   한국통신동수원전화국

신갈~수지 도로 확포장공사  경기  조달청

구갈 3지구(2공구) 도로유관 관로공사  경기  KT강남망건설국

매곡지방 산업단지 조성공사  울산  울산시종합건설본부

용인 동천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경기  한국전력공사용인지점

용인 신봉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경기  한국전력공사용인지점 

상동택지(4공구) 도로유관 관로공사  경기  KT서부망건설국

구갈3지구(제2공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경기  한국전력공사용인지점

통일동산 현황보존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서울  한국토지공사서울지사

용인 신봉지구 택지개발사업 정보통신 관로공사  경기  한국토지공사경기지역본부

용인 동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정보통신 관로공사  경기  한국토지공사경기지역본부

쌍백~합천 국도확장공사  경남  조달청

지방도 446호선 김부리도로 수해복구공사  강원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단지조성공사  인천  인천국제공항공사

고속국도 제40호선 안성~음성 건설공사(제8공구)  충북  한국도로공사

정읍~완주(2공구) 도로 확포장공사  전북  조달청

원주권 광역상수도 사업 추가 송수관로공사  강원  한국수자원공사

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처

천안~입장 송수관 매설공사  충남  천안시상수도사업소

신봉지구 도로유관 관로공사  경기  KT강남망건설국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공사  경기   고양시건설사업소

선운사~흥덕 송수관로 이설공사  전북  한국수자원공사

저리교 도로유관 관로공사  충남  KT천안지사

금촌택지 2지구 배전관로 설치공사  경기   한국전력공사

금촌택지 2지구 도로유관 관로공사  경기   KT강북망건설국

화성동탄지구 택지조성공사(1공구)  경기  한국토지공사

파주시 금촌2지구 광관로 시설공사(택지유관)  경기  하나로통신

능해로~학익지구 도로개설공사  인천  인천지방조달청

기흥 구갈 3지구 부지조성(2공구) 유지관리공사  경기  경기지방공사

선운사~흥덕 도로유관 관로공사  전북  KT전북망건설국

정읍계통 송수관로 시설공사  전북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 Ⅲ-1지구 산이2-2공구 토목공사  전남  농업기반공사

낙동강 고수부지(염막지구2단계) 정비공사  부산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용인 신봉, 동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외 조성공사  경기  한국토지공사

매곡 산업단지 유관관로공사  울산  KT부산망건설국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사업 제1공구 시설공사  경북  한국수자원공사

장지지구 택지조성공사  서울  에스에이치공사

고양동 제2지구(2공구) 도로유관 관로공사  경기  KT강북망건설국

통일동산 3단계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관리공사  경기  한국토지공사

합천~쌍백 지장이전 관로공사  경남  KT부산망건설국

대죽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  충남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장성 평림댐 도로유관 수탁 지하관로공사  전남  KT광주지사

화성동탄지구 택지조성공사(1공구) 광역상수도 이설공사  경기  한국수자원공사

완도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전남  조달청

관세자유지역 지장 배전선도 이설공사  인천  한국전력공사

원주권 광역상수도 사업 추가 송수관 관로공사  강원  한국수자원공사

신수원~삼미 전력구 1차공사  경기  한국전력공사

경부고속철도 제12-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울산  한국철도시설공단

신수원~병점 관로공사  경기  한국전력공사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공사  서울  동대문구경리관

신수원S/S 배전전력구 이설공사  경기  한국전력공사

시흥 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경기  한국토지공사

매곡 산업단지 조성(2차) 유관 관로공사 (북울산)  울산  KT부산망건설국

동탄~수원 도로건설사업(2공구)  경기  한국토지공사

2005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조경)  서울  관악구청

인천논현(2) 2단계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인천  대한주택공사

경의선 철도, 도로 출입지역 공공야드 토목공사  경기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1공구)(T/K)  인천  한국토지공사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3공구)(T/K)  인천  한국토지공사

포항장량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경북  대한주택공사

인주지방산업단지(1공구) 해안진입도로 개설공사(대안)  충남  조달청

양평군 용문 하수관거 정비공사  경기  환경관리공단

풍각~화양 국도건설공사(1차~2차)  경북  조달청

부천 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  경기  대한주택공사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  경기  한국토지공사

목동 완충녹지 생태축 조성공사  서울  서울시건설안전본부

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처

낙동강 중부권 급수체계 구축사업 송수 시설공사  경남  한국수자원공사

군장산단연안 도로건설공사  전북  조달청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7공구 건설공사  서울  조달청

창룡문사거리 입체화시설(지하차도) 설치공사  경기  경기도시공사

섬진강 다목적댐 재개발사업 비상여수로 및 부대시설공사  전북  한국수자원공사

오염총량관리 하수관거정비(중앙 14분구) 공사  광주  광주광역시 

면목 1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2구역)  서울  서울시중랑구

인천청라지구 특수구조물 건설공사(3공구)  인천  한국토지공사

고속국도 제551호선 냉정~부산 확장공사(제5공구)  경남  한국도로공사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성공사(4공구)  대구  한국토지공사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건설공사  경기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인아라뱃길사업 제1공구 시설공사  경기  한국수자원공사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 건설공사(8공구)  경북  한국도로공사

계곡~신덕 국지도 확포장공사  전북  전라북도

KCC 울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울산  티에스산업개발

영천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성공사  경북  한국토지공사

호남고속철도 제4-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전북  한국철도시설공단

낙동강 살리기 18공구 사업  경남  한국수자원공사

호남고속철도 제3-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전북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공사  인천  한국철도시설공단

금강살리기 1공구(서천지구)사업  충남  조달청

영광대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남  탑글로리

오천~장기 도로4차로 확포장공사  경북  경상북도 

용전일반산업단지 2공구 조성공사  경남  경진인터내셔날

수원역세권 2지구 기반시설공사  경기  KCC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건설공사(5공구)  전북  한국농어촌공사 

KCC 여주공장 물류창고부지 조성공사  경기  KCC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건설공사(T/K)  경기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원과선교 확장연장공사  경기  KCC

부산항 신항 송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부산  국토교통부

아산 제2테크노밸리 조성공사  충남  한국산업단지공단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1단계) 축조(1공구)공사  전북  조달청

이천시율면공공하수도설치사업  경기  한국환경공단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5공구)  인천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주테크노폴리스진입도로건설공사  충북  충청북도

울산우정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2공구)  경남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우정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3공구)  경남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산 콤플렉스 조성사업  충남  대산컴플렉스개발 

인천북항기반조성  인천  KCC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3공구 건설공사  인천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광주~원주(제2영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1공구)  경기  제이영동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제10공구)  부산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제8공구)  부산  한국도로공사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강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처

포천열병합발전 상수관로설치공사  경기  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

북평화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강원  지에스동해전력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건설공사  경기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원호매실 A-8BL 아파트(영임,국임 712호) 조경공사  경기  한국토지주택공사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기  용인시

동두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상패~청산) 건설공사  경기  국토교통부

수원역세권 2지구 기반시설공사  경기  KCC

KCC 중앙연구소 PILOT 부지조성  경기  KCC

KCC 언양광산 산지복구  울산  KCC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경기  한국철도시설공단

봉담~송산 고속도로2공구  경기  경기동서순환도로 

소사-원시 복선전철 건설공사  경기  이레일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경기  국토교통부

00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전북  에코시티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  경기  경기도청

서부간선 지하화 건설공사  서울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3공구)  경기  한국도로공사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6공구 노반건설공사  경북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3공구 기반시설조성공사  서울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2구역) 호안축조공사  부산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 신항 서컨 준설토투기장 표층처리공사  부산  부산항만공사

이천~충주 철도건설 제4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  충북  한국철도시설공단

위례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3공구)  서울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조경공사(INFRA 060)  경기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  서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익산~대야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  전북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1단계) 조성공사  인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단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경기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보행교 건설공사  세종  한국토지주택공사

통영항 강구안(내만) 친수시설 정비공사  경남  경상남도

안성공단 폐수 처리장  경기  경기도시공사

시화MTV 복합지원단지(잔여구간) 조성공사  경기  한국수자원공사

일죽~대포(1공구)간 도로확포장공사  경기  경기도청

토목공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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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bail Polysilicon Project 

Plant Works

플  랜  트  사  업

대한민국 산업을 움직이는 힘! 

KCC건설의 Smart 플랜트사업으로 

경쟁력 높은 산업을 창출해갑니다.

산업 플랜트 분야의 독점적 입지 확보를 목표로

플랜트 사업영역의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축해감으로써 

생산기재 설계에서 공급까지 Full-Service체제를 갖추고 

경쟁력 높은 플랜트 산업을 창출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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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4|KCC 대죽 3공장 |KAM 공장(상)  /  KCC 대죽 3공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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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 김천 공장|KCC 울산 공장(상)  /  KCC 전주 공장(좌)  /  KAM 공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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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처

삼립식품 청주공장 신축공사  충북  삼립식품

언양 새마을공장 신축공사  경남  금강

수원공장 증개축 및 사무동 증축공사  경기  금강

남진식품공장 신축공사  경남  남진식품

고려화학 제2공장 신축공사  경남  고려화학

수원공장 및 창고 증축공사  경기  금강

언양공장 증축공사  경남  금강

수원 C/F공장, 위험물창고, 마을금고 증축공사  경기  금강

현대시멘트 싸이로 설치공사  서울  현대시멘트

4호키른 증산용싸이로 공사  충남  현대시멘트

4호키른 증설공사 4차~6차  충남  현대시멘트

라미화장품 이천공장 신축공사  경기  라미화장품

범양식품 신탄진공장 증축공사  충남  범양식품

한국브레터 논공공장 신축공사  경북  동아제약

현대시멘트 부곡싸이로 공사 2 ~ 3차  경기  현대시멘트

여주공장 증축공사  경기  금강

수원공장 증축공사  경기  금강

울산고려화학 수지공장외 신축공사  경남   고려화학

매일제관 공장 및 사무실 신축공사  경기  매일제관

해주전자 반월공장 신축공사  경기  해주전자

울산고려화학 실란트 신축공사  경남  고려화학

동주제지 반월공장 신축공사  경기  동주제지

가평공장 신축공사  경기  금강

언양공장 증축공사  경남  금강

가평광산공장 증축공사  경기  금강

여천공장 신축 및 증축공사  전남  금강

여주 FLOAT GLASS 2호기 증축공사  경기  금강

여주공장 3호기 증축공사  경기  금강

일동제약 안성공장 증축공사  경기  일동제약

가평 건습식 분쇄공장 증축공사  경기  금강

여주공장 O/B 건설공사  경기  금강

울산실란트공장 신축공사  경남  고려화학

울산 신수지 REFINISH 도료공장 증축공사  경남  금강

가평 ALC공장 신축공사  경기  고려시리카

가평 ALC 모르타르공장 증축공사  경기  고려시리카

여천공장 2호기 증축공사  전남  금강

금강 전주공장 신축공사  전북  금강

전주 PVC 창호공장 신축공사  전북  금강

고려화학 전주도료공장 신축공사  전북  금강

플랜트공사 실적 

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처

금강 언양공장 플랜트공사  경남  금강

금강 중앙연구소 알루미나 메탈라이징 파일롯트 플랜트공사  경기  금강

금강 여주공장 3호기 플랜트공사  경기  금강

고려화학 중앙연구소 자동차수용성도료 파일롯트 플랜트공사  경기  고려화학

금강 여천공장 증축공사  전남  금강

원정제관 전주공장 신축공사  전북  원정제관

고려화학 아산공장 신축공사  충남  고려화학

금강 전주PVC창호 플랜트공사  전북  금강

금강 언양MT-300 2차 플랜트공사  경남  금강

금강 언양공장 암면 3호기 신축공사  경남  금강

울산 DGU공장 증축공사  울산  고려화학

금강 여천공장 석고보드 플랜트공사  전남  금강

고려화학 문막공장 플랜트공사  강원  고려화학

금강 문막공장 증축공사  강원  금강

고려화학 아산공장 PVC바닥재 플랜트공사  충남  고려화학

금강 문막공장 유리면 1호기 플랜트공사  강원  금강

금강 전주PVC도어 플랜트공사  전북  금강

소정공단 철구공장 신축공사  충남  자체사업

금강 소정리 유리장섬유공장 플랜트공사  충남  금강

금강 전주 A/M공장 플랜트공사  전북  금강

금강 전주 C/F공장 신축공사  전북  금강

당진공장 신축공사  충남  금강고려화학

마북리 실리콘 플랜트 기초공사  경기  금강

전주 실리콘공장 신축공사  전북  고려화학

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처

금강 중앙연구소 신섬유 파일롯 플랜트공사  경기  금강

문막공장 증축공사  강원  금강

울산공장 증축공사  울산  금강

전주 물류창고 및 창틀공장 신축공사  전북  금강

여천공장 증축공사  전남  금강

전의 자동차안전유리공장 신축공사  충남   코리아오토글라스

대죽공단 석고보드공장 신축공사  충남 금강

아산공장 라미필름 증설공사  충남  금강

여주공장 5호기 증축공사  경기  금강

전주공장 A/M 2호기 신축공사  전북  금강고려화학

대죽 실리콘공장 신축공사  충남  KCC

선행도장 6공장 신축공사  울산  현대중공업

특수선공장 신축공사  울산  현대중공업

배전반공장 이전 및 변압기공장 신축공사   울산  현대중공업

특수선공장 합리화공사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1,2야드 소지/도장공장 신축공사  울산  현대중공업

음성 태양광 2공장 신축공사  충북  현대중공업

KCC 울산공장 증축공사  울산  KCC

태양광 모듈 2공장 증축공사  충북  현대중공업

KCC 여주공장 6호기 증축공사  경기  KCC

태양광 모듈 3공장 신설공사  충북 현대중공업

KAC 전의공장 주공장 증축공사  충남  KAC

KCC 대죽 1공장 폐보드처리창고  대죽  KCC

KAM 대죽공장 신축공사  대죽   KAM

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처

KCC 대죽 3공장 신축공사  대죽  KCC

가평공장 선광장 및 창고 증설공사  가평  고려시리카

KCC 전주 1공장 AM기판공장 증축공사  전주  KCC

KCC P2 Pilot 1단계 이설공사  대죽  KCC

KCC 여주판유리 6호기 신설공사  여주  KCC

KCC 대죽 HTV/GUM 제조설비 증설공사  대죽  KCC

KCC P2 Pilot 1단계 이설공사  대죽  KCC

KCC 대죽공장 실리콘메탈 분쇄 플랜트 설치공사  대죽  KCC

대죽 3공장 플랜트 설비보완공사  대죽  KCC

사파이어 PILOT 플랜트공사  여주  KCC

대죽 3공장 주요설비 개선공사  대죽  KCC

대죽 LSR / RTV 1 플랜트공사  대죽  KCC

울산 자동차 도료 및 수지 플랜트공사  울산  KCC

여주판유리 3호기 플랜트 냉간보수공사  여주  KCC

사파이어 플랜트공사  안성  KCC

김천 플랜트공사  김천  KCC     

P3 플랜트공사   대죽  KCC 

PTC JUBAIL POLYSILICON PROJECT  사우디아라비아  PTC 

여주 코팅유리 2호기 신설공사  경기  KCC

여주 판유리 2호기 오토용 광폭라인 신설공사  경기  KCC

KCC 여주 태양광 제2발전소 신설공사  경기  KCC

KCC 대죽 원료창고 태양광발전소 신설공사  충남  KCC

KAC 울산물류센터 태양광 발전소 신설공사  울산  KCC

KCC 울산물류센터 태양광 발전소 신설공사  울산  KCC

문막 G/W 3호기 냉간보수공사  강원  KCC

여천 천연석고 분쇄설비 신설공사  전남  KCC

KCC 울산홈씨씨 태양광발전소 신설공사  울산  KCC

KCC 대죽 석고보드 1,2호기 태양광 발전소 신설공사  충남  KCC

세종 장섬유 2호기 증설공사   세종  KCC

중앙연구소 신축 PILOT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  경기  KCC

KAC 전의2공장 태양광발전소 신설공사  세종  KCC

문막 G/W 2호기 플랜트공사  강원  KCC

여주 판유리 5호기 냉간보수공사  경기  KCC

KCC 전주 1공장 AM/DCB 태양광발전소 신설공사  전북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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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Works

해  외  사  업

세계 속에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 

KCC건설만의 Global 기술력과 신뢰로

세계가 주목하는 초일류 건설전문기업으로 성장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이 땅 위에 대한민국 건설사의 

자부심을 세워온 KCC건설,

해외에서도 그 위상을 널리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기술력과 신뢰성으로

세계 속에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즈 우회도로



5554 /Think Globally, Act in Detail

|카자흐스탄 잠빌주 ADB 1차 도로공사 3공구 |따라즈 우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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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처

리야드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대학교

리야드대학교 기숙사 식당 신축공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대학교

스포츠메디칼센터 신축공사  사우디아라비아  청년복지청

싱가폴 도료공장 신축공사  싱가폴  KCC(SINGAPORE)PTE.LTD

쥬베일 공단해수냉각 처리시설 1차공사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위원회

젯다시 하수처리 시설공사  사우디아라비아  도시지방성

젯다시 메디인 알파드지역 하수펌프장 운영공사  사우디아라비아  도시지방성

젯다시 다란지역 하수펌프장 운영공사  사우디아라비아  도시지방성

쥬베일공단 택지조성사업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위원회

카자흐스탄 잠빌州 ADB 1차 도로공사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

카자흐스탄 잠빌州 ADB 2차 도로공사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

카자흐스탄 잠빌州 ADB 4차 도로공사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

카자흐스탄 잠빌州 ADB 따라즈 우회도로공사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

해외공사 실적 

|카자흐스탄 잠빌주 ADB 2차 도로공사 1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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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R&D

건축환경 연구센터

세계인이 주목하는 글로벌 에코 

스탠다드 건축문화! 

KCC건설이 건축환경 연구센터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로 하우스 연구에서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에코 녹색건축까지 

KCC 건축환경 연구센터를 만나면

대한민국 표준을 넘어 세계인이 주목하는 

글로벌 에코 스탠다드 건축문화가 됩니다.

건  축  환  경  연  구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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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C C  R & DK C C  R & D

센터 건립 배경 

차세대 미래주택연구를 위해 탄생한 KCC 건축환경 연구센터는 미래주택 선도를 위한  고부가가치 시스템 개발과 제품

용도 다양화 개발, 기반기술 연구 개발 등 3대 개발 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품질 경쟁우위확보와 건축 환경 시장 선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 동력 구축 등 인류와 지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건축물 개요

건물 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 2개동 / 건축면적 : 467.76㎡(141.50평)

연면적  : 2,604,11㎡ (787.74평)  / 건물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철골조   

세부소개

실험실명 실험실구성

주거용 

건물 

실험관

ENERGY ZERO HOUSE LAB
초고단열 외피 적용 및 실험, 

Energy Zero House 설계평가 • [에너지 제로 하우스] 검증 (신재생 에너지 및 고단열 요소

  기술 적용 후 실제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 벽체, 창호의 외피 단열 시스템 실험

• 냉난방 지열, 태양광 발전 활용 및 효율 분석

• 실내 공기질 및 흡음.차음 실험

• 순환 자원 연구 및 장수명 주택 실험 등이 진행 (장수명 

  주택이란 향후 교체할 수 있는 벽체, 난방시스템을 건축물

  수명을 늘림으로써 환경보호를 가능하게 한 주택) 

주거환경 LAB

음 환경 실험, 

열 환경 실험, 

공기환경 실험

3-R LAB
(Recycle, Reduce, Reuse)

시스템 품질 평가실, 

건식시스템 Mock-up 실험실

상업용

건물

실험관

TEST CELL

BIPV Test Cell, 

바닥난방 Test Cell, 

창호 Test Cell • Visual Mock-Up Test

• BIPV 시스템 성능 평가 

• 창호 외피 냉난방 부하저감 평가

Monitoring

인터넷 기반의 모니터링 

분석 시스템,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 연구

시스템 

성능 

시험동

음향 시험동 (KOLAS) • 벽.창호, 각종 천장재 및 천장재 시스템의 차음 성능의 측정과

  평가 가능

• 흡음재의 흡음 성능 평가 가능

• 창호재 대형 성능시험 설비를 통해 창호의 기밀성, 수밀성,

  내풍압성 등을 측정하고, 내화시험 설비에서 석고보드, 

  방화유리, 방화문 등 건축 부재의 내화성능도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

단열&결로 시험동 (KOLAS)

내풍압 / 내화 시험동 

|건축환경 연구센터 전시실  |건축환경연구센터 회의실 | 주거환경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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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 대한민국 초일류 정밀화학기업으로 건축산업자재 

공급에서부터 고품격 건축사업까지 건축산업문화의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신소재 Creator’로서 세계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주도해 나아갑니다.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창조’ 실현, 
 세계일류기업으로서
‘글로벌 KCC그룹’ 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해 외 법 인 

관 계 사

KCC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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