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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전       용      갑

활림건설주식회사

귀

시행하는 공사의 지명을 받고자 공사

지명원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시고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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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림건설은 1990년 창립이래 주택건설업을 필두로 성장을 거듭하여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설비, 전기 등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분야에서 국가와 고객의 신뢰에 책임을 다하고자

성실하고 우수한 품질시공을 통하여 일류 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성실 시공하는 기업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받는 건설기업으로서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공공기관, 산업, 의료, 교육연구, 문화집회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꿈과 미래를 건설함과 동시에 사람, 정보, 환경, 기술이 공존하는 상상속의

최첨단 공간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열정과 창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사업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활림건설은 고객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더 나은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들께 다가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회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며,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정신으로 사업 콘텐츠를 다각화하여 일류 기업으로 진화하며 건설 리더이자 부동산 디벨로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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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pproach,

For vision of the Future.

철저한 프로정신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경영

창조적 일류정신 - 창의성 자율성을 존중하는 인간중심 경영

우리는 우리의 고객에게 최고의 전문가이고자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고객에게 불확실성만큼
당혹스러운 것이 없음을 알기에 저희 활림건설은 철저한 프로정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기업의 최대 경쟁력은 인재입니다. 구성원들이 가진 고유한 역량과 잠재력이 스스로 발현
될 수 있도록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여 행복하게 일 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경영전략으로 변화와 도전하는 자유로운 발상을 통해 웅대한
목표와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진취적 도전정신 - 진취적 도전을 통한 미래가치 중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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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How it Began

1990

03월27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등록번호 90-10]

02월12일
활림건설 법인 설립

1994
12월19일
건축공사업면허취득 [건축 제 1074호]

1998
03월20일
길림개발 법인설립

04월17일
ISO 9002 / KSA 9002 인증획득

11월17일
대지조성공사업 면허취득
[대지 제 97-2호]

1996

1995

08월23일
인성건설 법인 설립

1997

2001

08월28일
토목건축공사업면허 취득 [토건 1938호]

08월08일
KSA 1401
ISO 14001 인증취득

1990

03월27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등록번호 90-10]

02월12일
활림건설 법인 설립

1994
12월19일
건축공사업면허취득 [건축 제 1074호]

1998
03월20일
길림개발 법인설립

04월17일
ISO 9002 / KSA 9002 인증획득

11월17일
대지조성공사업 면허취득
[대지 제 97-2호]

1996

1995

08월23일
인성건설 법인 설립

1997

2001

08월28일
토목 건축공사업면허 취득 [토건 1938호]

08월08일
KSA 1401
ISO 14001 인증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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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0월08일
부동산개발업등록

07월02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등록

09월01일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충남00908]

02월18일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13-0091호]

07월15일
경천개발 법인 설립

09월09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

[제 2009-4972호]

2009

2010

2015

07월03일
더다움 블루시티 법인설립

2018

12월14일
본사이전

2020

2014

03월12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번호 13-0012)

2002
10월08일
부동산개발업등록

07월02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등록

09월01일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충남00908]

02월18일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13-0091호]

07월15일
경천개발 법인 설립

09월09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

[제 2009-4972호]

2009

2010

2015

07월03일
더다움블루시티 법인설립

2018

12월14일
본사이전

2020

2014

03월12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번호 1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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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건설(주) 

길림개발(주) 

경천개발(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Tel. 044)866-3685

업태: 건설업

종목: 토목건축공사, 토공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4 Tel. 041)555-9705

업태: 건설업

종목: 토목건축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공사, 포장공사
 수중공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4 Tel. 041)565-8300

업태: 부동산

종목: 부동산개발, 임대, 분양대행, 컨설팅, 자문, 주택건설업

더다움블루시티(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4

업태: 건설업, 부동산

종목: 노인복지시설, 노인거주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부동산임대분양업,
         주택건설업

계열사

Affil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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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인재상

Organization Chart

Type of Talent

대표이사

감사

재무팀

성실과 책임감으로 믿음을 주는 인재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고객의 약속에
책임을 지며,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약속한 결
과를 지키는 인재

지속적인 소통을 나누는 인재

정서적 소통을 통해 동료간의 배려와
이해하는 감성적 소통을 나누는 인재

항상 탐구하고 자기개발하는 인재

변화를 추구하고 수용하는 혁신적인 인재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진취적 사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항상 새로운 것을 창
조하고 도전하려는 인재

관리기획부 업무기획부 전략기획실 토목사업부 건축사업부 개발사업부

총무팀

인사팀

노무팀

영업팀

계약팀

기술개발팀

경영팀

전략팀

개발기획팀

설계기획팀

분양홍보팀

기술영업팀

토목영업팀

토목견적팀

공사관리팀

공무관리팀

자재구매팀

건축영업팀

건축견적팀

공사관리팀

공무관리팀

자재구매팀

전무이사

책임

소통

혁신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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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보유현황 Reten�on status table 

등록번호

제1938호

제13-0012호

제13-0091호

제충남-00908호

제2009-4972호

제충남150018호

업  종

조경공사업

전기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비  고

(단위:원)

등록기관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산업통상

지원부

충청남도

최초등록일자

1995.08.28

2002.03.12

2010.02.18

2010.09.01

1997.11.17

2009.09.09

2015.10.08

174,282,000,000

50,974,000,000

32,680,000,000

1,730,316,000

제충남-주대

1997-0033호

주택건설대지

조성사업자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토목건축

공사업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태양, 풍력

지열에너지

대한주택

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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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보유현황 Reten�on status table 

토목

건축

환경

조경

안전

전기

계

81명

30명

1명

6명

5명

5명

128명

기술사

5명

2명

7명

특급

26명

10명

1명

1명

38명

고급

26명

10명

1명

2명

39명

중급

7명

2명

1명

10명

초급

17명

6명

5명

2명

4명

34명

기술분야 계
국가기술자격 및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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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Performance수상내역

2003.03.03

2003.03.31

2008.03.03

2009.04.02

2009.12.28

2009.12.31

2012.05.25

2012.12.07

2014.10.17

2015.10.29

2017.10.20

2017.12.22

2018.10.25

2018.12.09

2019.11.23

2019.12.27

2019.12.31

2020.03.03

2020.05.20

2020.06.18

국세청장

천안시장

대전지방 국세청장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법무부장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서산시장

대통령

천안시장

경찰청장

한국환경공단

행정안전부장관

충청남도교육청

통일부장관

천안시장

충청남도지사

국세청장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대통령

성실납세, 건전한 납세풍조 조성

성실시공

성실납세, 건전한 납세풍조 조성

청소년 범죄예방, 지역발전 기여

범죄예방활동, 법질서 바로세우기

국토건설 사업수행에 기여

회원의 복진증진 및 지역사회발전

성실시공

국민포장(범죄예방활동)

건축문화상(금상)-천안홍대용과학관

감사장

대한민국 건설문화 대상

감사장

감사패

표창장

표창패(건설산업활성화)

표창패(건설공헌)

표창장

감사패

산업포장(국가산업발전)

수상내역 수여기관장 수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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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서ㅣ경영상태확인서

재무정보

02

Financi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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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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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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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요약ㅣ건축ㅣ토목ㅣ플랜트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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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건 축

구분 공사명 발주처 규모

홍대 CGV 복합몰 신축공사

성남시 신흥역 롯데시네마 복합몰 신축사업

홍대용 과학관 신축공사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 건설공사

불당동1537-2 롯데시네마 신축공사

더다움프라자 신축공사

정석프라자 신축공사

성성하나타워 신축공사

청당동 더다움 트윈브릿지신축공사

시흥 은계 업무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미주타워 신축공사

네오텍 빌딩 신축공사

한송빌딩 신축공사

성성 주차타워 신축공사

TIC(티아이씨) 2공장 신축공사

태성에컴스공장 신축공사

태성전장 건축공사

태원공장 신축공사

삼진공정(주) 천안공장 증축공사

(주)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 당진 송산공장 신축공사

천안 불당동 서울대정병원 신축공사

마디손 정형외과 신축공사

(주)타디그레이드홀딩스

(주)성남시신흥역개발사업단

밝은별주식회사

천안예술의전당(주)

(주)정석

경천개발(주)

(주)정석

하나타워

경천개발(주)

주식회사 와이엠

미주타워

(주)네오텍

(주)한송글로벌

(주)하늘산업개발

(주)티아이씨

태성에컴스(주)

태성전장(주)

(주)태원

삼진공정(주)

(주)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

서울메디칼

(주)매디슨트러스트

지하7층/지상13층, 연면적 30,933㎡

지하6층/지상11층, 연면적 38,366㎡

연면적 3,443㎡

연면적 24,493㎡

지하4층/지상10층, 연면적 21,548㎡

지하3층/지상8층, 연면적 13,639㎡ 

지하3층/지상10층, 연면적 20,657㎡

지하2층/지상7층, 연면적 8,921㎡

지하3층/지상9층, 연면적 13,762㎡ 

지하3층/지상8층, 연면적 12,632㎡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3,497㎡ 

지하2층/지상7층, 연면적 4,186㎡ 

지하2층/지상6층, 연면적 4,754㎡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8,789㎡

연면적 10,058㎡

지상2층, 연면적 24,493㎡

지하3층/지상8층, 연면적 23,733㎡

지하3층/지상5층, 연면적 5,108㎡

상업시설

산업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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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클래스호텔 신축공사

천안한들문화센터 신축공사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공사

세종국제고등학교 신축공사

새롬유초등학교 신축공사

새빛숲유치원 신축공사

영동기숙형중학교 신축공사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해양1중 신축공사

아산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사업신축공사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

천안 원성동 복합주택 신축공사

천안활림아파트 신축공사

논산내동2 B1BL 아파트 건설공사2공구

공주시 시청사 증축공사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신축공사

세종특별자치시 밀마루전망대 신축공사

청주교회 신축공사

고리본부 비상대응설비 통합보관고 신축공사 

건 축

구분 공사명 발주처 규모

길림개발(주)

천안환경에너지(주)

안산시

행복미래학교(주)

세종교육청

세종교육청

충북교육청

서산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아산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천개발(주)

활림건설(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주시청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주교회

한국수력원자력 관리본부

숙박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관광휴게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교육시설

공공주택시설

지하2층/지상8층, 연면적 3,390㎡

국제규격 8레인(50M)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6,968㎡

연면적 9,735㎡

연면적 20,593㎡

 지상3층, 연면적 2,697㎡ 

연면적 12,572㎡

연면적 6,928㎡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5,530㎡

연면적 1,815㎡, 패시브 하우스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095㎡ 

15층~19층, 연면적 104,163㎡

연면적 5,061㎡

지하1층/지상8층, 연면적 17,455㎡

높이 36m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5,094㎡ 

연면적 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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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구분 공사명 발주처 규모

Civil

단지

고속국도

항만

천안 제3산업단지 확장공사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남구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

진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석문국가산업단지 3공구

종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천안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천안성성 1,2,4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3-3공구 부지조성공사

광양항 태인도 물양장 정비공사

안흥항 해안정비 보강공사

오천항 건설공사

대산항 개발사업 축조공사

묵호항 해경부두 안벽확장공사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제7공구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건설공사(제5공구)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0공구)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4공구)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제4공구)

고속국도 제25호선 강진~광주간 건설공사(제5공구)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제11공구)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2공구)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

천안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천군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주)

천안성성지구 도시개발조합

평택도시공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서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서부내륙고속도로(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새만금개발청

조성면적 797,577㎡

조성면적 1,523,703㎡

조성면적 485,887㎡

조성면적 280,763㎡

조성면적 301,632㎡

조성면적 196,905㎡

조성면적 965,575㎡

조성면적 492,605㎡

조성면적 482,000㎡ 

물양장130m, 접속호안43.6m, 친수호안97m

물양장538m

물양장470m, 선양장30m

물양장700m, 방파제210m, 호안378m

안벽 130m, 호안 80m

4차로 신설 L=9.82km

4차로 신설 L= 2.90㎞

6차로 신설 L= 4.25㎞

6차로 신설 L= 1.94㎞

4차로 신설 L= 5.32㎞

4차로 신설 L= 9.85㎞

4차로 신설 L= 6.44㎞

6차로 신설 L=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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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토 목

구분 공사명 발주처 규모

도로

하천

철도

하수도

상수도

인천신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만리포~태안 도로건설공사

동산~신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성환~입장간 도로공사

울산~송정 산업로 오토밸리로 개설공사

시흥은계 계수로 확장공사

매전-건천 국도건설공사

금강살리기사업 강경지구 3공구

금강살리기사업 부여지구 5공구

낙동강 칠곡지구 하천개수공사

매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문주천 재해예방사업

신암천 철도교 확장공사

장항선 제3공구 노반개량공사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4공구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

천안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에너지산단 오폐수 및 공업용수관로
부설사업

송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
송수시설공사(3차)

천안성성(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외
상수공사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송수시설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남종합건설사업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충청남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아산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푸른천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국수자원공사

천안 성성(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한국수자원공사

L=7.368㎞, B=23.5m~35m

L=13.1㎞, B=19.5m~35m

L=5.10㎞, B=12.05m

L=8.32㎞, B=20m, 교량 8개소(530m)

L=1.5km,,B=30m(6차로)

L=3.08km, B=26.0∼28.6m(6차로)

L=15.66km, B=10.5∼13m

하천연장 8.65㎞

하천연장 9.08㎞

하천연장 14.5㎞

생태하천 L=1.7KM

하천연장 5.76km

L=1.08㎞

L=14.98㎞

L=10.13㎞

L=9.96㎞

L=136㎞

관로부설 L=22km

L=5.3㎞, D=1200mm

L=5,429㎞, D=600~1,200mm

관 로 : D1,000∼1100㎜, 28.3㎞
가압장 112,000㎥/일, 배수지 V=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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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구분 공사명 발주처 규모

만리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천안시하수종말처리시설

서천군장항하수처리시설

순성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은산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천안공공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홍성군 홍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천안제5산단 폐수처리장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
노후설비 보수공사

태안군상하수도사업소

천안시

한국수자원공사

당진시

부여군

천안엔바이로(주)

한국환경공단

한국토지주책공사

천안시

보령시

천안환경에너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처리용량 Q=2,000㎥/일

처리용량 Q=80,000㎥/일, 차집관로 : 22.2km

처리용량 Q=40,000㎥/일

처리용량 Q=700㎥/일, 하수관로 L=6.91km

처리용량 Q=350㎥/일, 하수관로 L=9.83km

처리용량 Q=150,000㎥/일

증설(17,000톤/일 → 23,000톤/일)

폐수처리시설 Q=4,000㎥/일

폐수처리시설 Q=2,200㎥/일

처리용량 330톤/일

소각설비200톤/일, 음식물폐기 소각50톤/일

소각설비교체

(수요기관:천안시맑은물사업소)

하수처리

폐수처리

환경시설

Plan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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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for the Better”
창조적인 개발로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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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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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주)타디그레이드홀딩스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규   모 : 지하7층/지상13층,
             연면적 30,933㎡

문화 및 집회시설

홍대 CGV 복합몰

신축공사

발주처 : (주)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
용   도 : 공장
규   모 : 지상2층, 연면적 23,733㎡

산업시설

(주)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

당진 송산공장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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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주)성남시신흥역개발사업단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규   모 : 지하6층/지상11층,
             연면적 38,366㎡

문화 및 집회시설

성남시 신흥역 롯데시네마

복합몰 신축사업

업무시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신축공사

발주처 : 법무부
용   도 : 공공업무시설
규   모 : 지하1층/지상8층,
            연면적 1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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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정석프라자

신축공사

발주처 : (주)정석
용   도 : 근린생활시설
규   모 : 지하3층/지상10층,
             연면적 20,657㎡

문화 및 집회시설

불당동1537-2

롯데시네마 신축공사

발주처 : (주)정석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규   모 : 지하4층/지상10층,
             연면적 2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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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하나타워
용   도 : 근린생활시설
규   모 : 지하2층/지상7층,
             연면적 8,921㎡

상업시설

성성하나타워

신축공사

발주처 : 경천개발(주)
용   도 :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규   모 : 지하3층/지상9층,
             연면적 13,762㎡

상업시설

청당동 더다움 트윈브릿지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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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시흥 은계 업무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발주처 : 주식회사 와이엠
용   도 : 근린생활시설
규   모 : 지하3층/지상8층,
             연면적 12,632㎡

상업시설

성성주차타워

신축공사

발주처 : (주)하늘산업개발
용   도 : 근린생활시설
규   모 :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8,789㎡



Portfolio 29

산업시설

태성에컴스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주)태성에컴스
용   도 : 공장

산업시설

태원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주)태원
용   도 : 공장



Portfolio 30

발주처 : 서울메디칼
용   도 : 의료시설
규   모 : 지하3층/지상8층,
             연면적 7,717㎡

의료시설

천안 불당동 서울대정병원

신축공사

의료시설

마디손 정형외과

신축공사

발주처 : (주)매디슨트러스트
용   도 : 의료시설
규   모 : 지하3층/지상5층,
             연면적 5,108㎡



발주처 : 밝은별주식회사
용   도 : 과학관, 전시관, 천문대
규   모 : 연면적 3,443㎡

문화 및 집회시설

홍대용 과학관

신축공사

Portfolio 32Portfolio 31

발주처 : 길림개발(주)
용   도 : 숙박시설
규   모 : 지하2층/지상8층,
             연면적 3,390㎡

숙박시설

클래스호텔

신축공사



Portfolio 32

운동시설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공사

발주처 : 안산시
용   도 : 수영장, 체육관
규   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6,968㎡

운동시설

천안한들문화센터

신축공사

발주처 : 천안환경에너지(주)
용   도 : 운동시설
규   모 : 국제규격 8레인(50m)



Portfolio 33

발주처 : 행복미래학교(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
규   모 : 연면적 9,735㎡

교육연구시설

세종국제고등학교

신축공사

교육연구시설

새롬유초등학교

신축공사

발주처 : 세종교육청
용   도 : 교육연구시설
규   모 : 연면적 20,593㎡



Portfolio 34

교육연구시설

해양1중

신축공사

발주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용   도 : 학교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5,530㎡

노유자시설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

발주처 : 세종특별자치시
용   도 : 아동관련시설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2,095㎡



Portfolio 35

공공주택시설

천안활림아파트

신축공사

발주처 : 활림건설(주)
용   도 : 14~17층

공공주택시설

천안 원성동 복합주택

신축공사

발주처 : 경천개발(주)
용   도 : 연립주택, 오피스텔



Portfolio 36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용   도 : 공공주택
규   모 : 15~19층, 연면적 12,572㎡
             860세대

공공주택시설

논산내동2 B1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업무시설

공주시 시청사

증축공사

발주처 : 공주시청
용   도 : 공공업무시설
규   모 : 연면적 5,061㎡



상업시설

더다움프라자

신축공사

발주처 : 경천개발(주)
용   도 : 근린생활시설
규   모 : 지하3층/지상8층,
             연면적 13,639㎡

Portfolio 37

관광휴게시설

세종특별자치시

밀마루전망대 신축공사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용   도 : 전망대
규   모 : 높이 36m



자동차관련시설

고리본부 비상대응설비

통합보관고 신축공사 

발주처 : 한국수력원자력 관리본부
용   도 : 차고
규   모 : 연면적 5,218㎡

종교시설

청주교회

신축공사

발주처 : 청주교회
용   도 : 종교시설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5,094㎡

Portfolio 38



토목 포트폴리오

Portfolio 39



단 지

천안 제3산업단지

확장공사

단 지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발주처 : 천안제삼사이언플렉스(주)
용   도 : 일반산업단지
규   모 : 조성면적 797,577㎡

발주처 : 천안시
용   도 : 일반산업단지
규   모 : 조성면적 1,523,703㎡

Portfolio 40



단 지

석문국가산업단지

3공구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용   도 : 일반산업단지
규   모 : 조성면적 301,632㎡

단 지

발주처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주)
용   도 : 단지조성
규   모 : 조성면적 965,575㎡

천안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Portfolio 41



Portfolio 42

단 지

천안성성 1,2,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발주처 : 천안성성지구 도시개발조합
용   도 : 단지조성
규   모 : 조성면적 492,605㎡

단 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3-3공구

부지조성공사

발주처 : 평택도시공사
용   도 : 택지조성
규   모 : 조성면적 482,000㎡ 



Portfolio 43

항 만

안흥항 해안정비

보강공사

발주처 : 서해어업관리단
용   도 : 계류시설
규   모 : 물양장538m

항 만

발주처 : 서해어업관리단
용   도 : 계류시설
규   모 : 물양장470m, 선양장30m

오천항

건설공사



Portfolio 44

항 만

대산항 개발사업

축조공사

발주처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용   도 : 계류시설, 외곽시설
규   모 : 물양장700m, 방파제210m,
            호안378m

고속국도

발주처 : 서부내륙고속도로(주)
용   도 : 고속도로
규   모 : 4차로 신설 L=9.82km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제7공구



Portfolio 45

고속국도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제11공구)

발주처 : 한국도로공사
용   도 : 고속국도
규   모 : 4차로 신설 L= 6.44㎞

고속국도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14공구)

발주처 : 한국도로공사
용   도 : 고속국도
규   모 : 6차로 신설 L=1.94㎞



Portfolio 46

도 로

만리포~태안
도로건설공사

발주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용   도 : 도로
규   모 : L=13.1㎞, B=19.5~35m

도 로

인천신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발주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용   도 : 도로
규   모 : L=7.368㎞, B=23.5~35m



Portfolio 47

도 로

울산~송정 산업로
오토밸리로 개설공사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용   도 : 도로
규   모 : L=1.5㎞, B=30m(6차로)

도 로

시흥은계
계수로 확장공사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용   도 : 도로
규   모 : L=3.08km,
             B=26.0∼28.6m(6차로)



Portfolio 48

하 천

금강살리기사업
강경지구 3공구

발주처 : 충청남도
용   도 : 하천정비
규   모 : 하천연장 8.65㎞

도 로

매전-건천
국도건설공사

발주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용   도 : 도로
규   모 : L=15.66km, B=10.5∼13m



Portfolio 49

하 천

금강살리기사업
부여지구 5공구

발주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용   도 : 하천정비
규   모 : 하천연장 9.08㎞

하 천

낙동강 칠곡지구
하천개수공사

발주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용   도 : 하천정비
규   모 : 하천연장 14.5㎞



철 도

신암천 철도교
확장공사

발주처 : 한국철도공사
용   도 : 철도교량확장
규   모 : L=1.08㎞

Portfolio 50

철 도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

발주처 : 한국철도공사
용   도 : 철도노반시설
규   모 : L=9.96㎞  



Portfolio 51

상수도

송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
송수시설공사(3차)

발주처 : 한국수자원공사
용   도 : 공업용수도시설
규   모 : L=5.3㎞, D=1200m

하수도

천안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발주처 : 푸른천안(주)
용   도 : 하수관거
규   모 : L=136㎞



Portfolio 52

상수도

천안성성(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외
상수공사

발주처 : 천안 성성(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용   도 : 공업용수도시설
규   모 : L=5,429㎞, D=600~1,200mm

상수도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송수시설공사

발주처 : 한국수자원공사
용   도 : 관로 및 가압장
규   모 : 관 로=D1,000∼1100㎜, 28.3㎞
가압장 112,000㎥/일, 배수지 V=60,000㎥



플랜트 포트폴리오

Portfolio 53



하수처리

만리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발주처 : 태안군상하수도사업소
용   도 : 하수종말처리시설
규   모 : 처리용량 Q=2,000㎥/일

Portfolio 54

하수처리

서천군

장항하수처리시설

발주처 : 한국수자원공사
용   도 : 하수처리장
규   모 : 처리용량 Q=4,000㎥/일



하수처리

순성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발주처 : 당진시
용   도 : 하수처리장
규   모 : 처리용량 Q=700㎥/일,
            하수관거 L=6.91㎞

Portfolio 55

하수처리

발주처 : 천안엔바이로(주)
             (수요기관 : 천안시맑은물사업소)
용   도 : 하수관거
규   모 : 처리용량 150,000㎡/일

천안 공공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Portfolio 56

폐수처리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용   도 : 폐수종말처리장
규   모 : 폐수처리시설 Q=4,000㎥/일

환경시설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발주처 : 천안환경에너지(주)
용   도 : 소각장
규   모 : 소각설비200톤/일,
            음식물폐기 소각50톤/일



Certificate 57

증명서

04

Certificate



Certificate 58

사업자등록증



Certificate 59

건설업등록증 (토목건축공사업)



Certificate 60

건설업등록증 (산업 .환경설비공사업)



Certificate 61

건설업등록증 (조경공사업)



Certificate 62

전기공사업등록증



Certificate 63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등록증



Certificate 64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Certificate 65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증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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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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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ntribution 67

국세청장
성실납세 표창장

2020.03.03

천안시장
우수건설인 표창패

2019.12.27

대통령
국가산업발전 산업포장

2020.06.18

충청남도지사
건설공헌 표창패

2019.12.31

천안시복지재단
금20,000,000 후원

2019.12.18

천안시복지재단
천안기초푸드뱅크에 냉동탑차 기증

2019.03.21

천안시복지재단
금50,000,000 후원

2018.12.1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경비 지원 유공자 감사패

2018.12.09

사회공헌·수상
Social Contribution·Award



Social contribution 68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가입

2016’S

천안시
건축문화상 금상

2015’S

법무부
법사랑위원 천안지역연합회 대통령 국민포장

2014’S

서산시장
성실시공

행정안전부장관
회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

2012’S

경찰청장
감사장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건설문화 대상

2017’S

충청남도지사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

2018.10.10



Social contribution 69

활림건설은
고객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회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Social contribution 70



Social contribution 71

활림건설은

건설에 '문화'와'자연' 그리고 '디자인'을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건설문화의 

vision을 제시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New Approach,
For vision of the Future



Social contribution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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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4

041-562-6761

오시는길

Address

Tel
041-552-9991Fax

Web www.hwallim.com

동천안우체국

천안세무서

청룡동
행정복지센터

천안동남경찰서

가온중학교

천안청수한양
수자인아파트

SK-LPG
남부충전소

천안청수
우미린아파트

축산농협
아산

남부대로
청주

가온초등학교

청수한화꿈에
그린아파트

청수버들휴먼시아

청당동성당

청수호수공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청룡지하차도

활림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