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오만의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니다

HEOH PHILOSOPHY

희오, 삶의 예술을 더하다
주택의 예술은 삶의 예술을 담아낸다.
희오는 삶의 예술을 담아내는 공간에 예술적 가치를 더하고
나아가 삶의 예슬적 가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선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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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OH IS …

HUMAN
라이프 스타일이 우선되는
아름다운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공간이 지닌 건강함, 아름다움. 그로 인해 인간을 치유하고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소생하게 하는 공간.
새로운 미래를 가능케 하고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는 희망의 공간.
희오가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환경디자인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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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OH IS …

EMOTIONAL
아름다운 삶의 예술을 그려낼
정서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을 제안합니다
도시의 정형화된 공간을 넘어 희오만의 스타일이 녹아든 감성적 공간.
혁신적인 크리에이티브는 인간에 대한 존중, 삶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깊은 배려와 무한한 상상력에서 탄생한 사람 중심의 디자인은 세상에 없던 예술적 가치를 가진 공간으로 탄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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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OH IS …

ORIGINALITY
누구도 흉내낼수 없는 희오만의
아티스틱한 공간을 창조합니다
희오만의 오리지날리티를 지닌 디자인을 통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희오만의 예술적 가치를 담아 클라이언트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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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OH IS …

HIGHLY
희오만의 디자인을 통해
삶의 예술적 가치를 지닌 공간을 제안합니다
희오만의 아이덴티티와 독창적 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한 디자인적 가치를 추구하고 클라이언트에게 High class 의 주거공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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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OH
HISTORY

2008

2011

2016

대우건설 2011년 우수 / 주요협렵업체 선정

여성기업 인증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수건설 공로패 수상

희오사옥 신축공사(서초구 방배로37길 50, 희오빌딩)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국제공공디자인 그랑프리 수상 공로

연구개발 서비스업 신고 / 교육과학기술부

제9회 한국색채대상 우수상 수상

한국 공공디자인 협회 회원사

호반베르디움 인천청라 14BL 외 다수

전문건설업 등록 / 실내건축공사업

2010, 2011국제공공디자인대상 GrandPrix 수상

2004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장 수상 / 공공디자인 보급과 학교환경 개선사업

충남당진 도심형생활주택디자인

대한주택공사 3/4분기 토탈디자인발표회 최우수상 수상

2010, 2011국제공공디자인대상 JuniorGrandPrix 수상

매일경제 TV - 글로벌코리아 디자인이 힘이다 “공공환경디자인편” 출연

인천시 능해고가교디자인

㈜디자인그룹희오 창립

금성백조 대전테크노밸리 예미지 / 매경 살기좋은아파트 대상 외 다수

희오 연혁

전문건설업 등록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국제공공디자인대상 GrandPrix 수상

2009
대우건설 2009년 우수 / 주요협렵업체 선정
ISO 14001인증 / 환경경영시스템부분
ISO 9001인증 / 품질경영시스템부문
인천광역시 시장상 표창장 수상 / 능해고가교 경관개선사업 디자인

2006
2006아시아건설대상 / 건설환경디자인부문 대상
대우건설 역삼동 푸르지오 / 대한민국 건설 브랜드 대상 및 GD마크 획득

강동구청장 표창장 수상 / 강동구 강일동 복합청사 내부인테리어, 사인디자인
2009국제공공디자인대상 Best of the Bset 수상
아이파크씨티 휀스디자인 외 다수
2009국제공공디자인대상 Best 수상
한화꿈에그린샌텀 환경특화디자인 외 다수

감사패 한국색채학회 / 2017 AIC Congress
희오사옥 준공 및 이전(서초구 방배로37길 50, 희오빌딩)

2012
2005

2017

롯데영플라자 - 에비뉴엘 연결 브릿지

2018
위촉장 안산시청 / 제6기 안산시 경관위원
건설경제신문 초대석 인터뷰 / 사람, 마주보기

2013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장 수상
건축문화발전에 기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장 수상
국가 디자인 산업발전에 기여

2019
희오 자체 제작물 저작권 등록
중앙대학교와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중앙대학교 솔라사이니지 사업단과 양해각서 체결

2009국제공공디자인대상 JuniorGrandPrix수상
현대제철 인천 중봉로 환경개선사업
2009한국색채대상 우수상 수상 / 현대 서울숲 힐스테이트 외 다수

2007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2020

2014굿디자인 어워드 우수디자인 선정

다수 환경색채 디자인 및 특화시공 진행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환경색채디자인

올해를 빛낸 좋은 기업 선정 / 헤럴드경제

2010

화성태안 동문 굿모닝힐 / 제2회 토목건축대상 우수상 수상

대우건설 2010년 우수 / 주요협렵업체 선정

화성동탄 한화 꿈에그린 / 제3회 토목건축대상 최우수상 수상

DFSC인증(정품 소프트웨어 모범기업 선정)

2015

2021

대우자판 상암 DMC / 제3회 토목건축대상 우수상 수상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주)인성디지탈

다수 환경색채디자인 및 특화시공 진행

다수 환경색채 디자인 및 특화시공 진행 중

전문건설업 등록 / 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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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OH
ORGANIZATION

HEOH
BUSINESS

희오 조직도

희오 사업 분야

GOOD DESIGN & GOOD DESIGNERS IN HEOH

HUMAN SPACE DESIGN PROJECT FIELD

굿디자인의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건축디자인 전문가그룹

공간을 더욱 아름답고 생기 있게 만들어 공간에 생명을 부여하고,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공간으로 재창조

건축 외부환경/외부색채 디자인

Human Space Design
환경디자인

CEO

Exterior,Interior 건축물 입면디자인, 아파트입면디자인 및 특화디자인 아파트 공용부 내부공간 디자인
상환경디자인 & 컬쳐프론트디자인
리테일상가, 아울렛, 아파트상가, 복합상가 환경디자인 테마파크,리조트,공원 및 레포츠 시설 등의
문화 시설 이미지 및 시설물 디자인 개발

주거 환경 분석,

건축 특화설계,

디자인 전략수립,

주거환경,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설계

도시경관디자인 지자체 및 신도시 경관의 환경색채연구 및 가이드라인 개발 경관심의 및 대관업무 진행
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 공원, 광장 등 공공디자인 개발
사인정보디자인 CI / BI사인 시스템 개발
커뮤니티디자인 주민공동시설, 관공서 및 공공기관 실내디자인 계획, 아파트 커뮤니티

공무견적

경영지원

디자인기획

디자인

설계디자인

시공관리

환경특화 및 인테리어시공

Design Construction &
Supervision

공공디자인 시설물 / 공원,광장 교통환경

경영, 비서,

공공디자인,

조경시설물,

총무, 회계, 인사

주거환경디자인,

환경시설물,

사인/정보디자인,

사인/정보디자인 시공,

커뮤니티디자인,

건축특화 시공,

환경조형물 계획 / 슈퍼그래픽 계획

경관디자인

인테리어 시공

사인공사 / 시공예산 및 마감재 컨설팅

시공 및 감리

아파트 외부환경 특화 시공
석재+금속+공공시설물 및 사인 시공

적정 예산 편성 컨설팅 / 신규자재 발굴
CUSTOMER
주민공동시설 설계 컨설팅

Design Consulting
디자인 컨설팅

커뮤니티 실행 아이템 연구개발
입주민 Kick Off 미팅 / 주거트렌드 개발 컨설팅
공간디자인 디자인 트렌드 연구 및 자문
디자인 컨설팅
분야별 디자인 프로세스 개발 및 디자인 적용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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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OH
DESIGN PORTFOLIO
희오 수행 사업 리스트

2017

16

2018

2019

2020

신세계건설

빌리브 범어2차 환경특화디자인

대우건설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색채디자인

중흥건설

의정부 민락_상환경디자인

유진건설

염창동 오피스텔 익스테리어디자인

한화건설

전주 에코시티 주상복합 상환경디자인

현대건설

구리수택 힐스테이트 건축외관디자인

포스코건설

제주 이도주공 사업제안서

랜드마크

익산 모현동 주상복합 익스테리어디자인

중흥건설

화성봉담 A-5블럭 환경디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청량리 오피스텔 건축외관디자인

일성건설

속초 교동 생활형 숙박시설 외부환경디자인

한화건설

한화무주골 포레나 익스테리어디자인

현대엔지니어링

대구 감삼동 주상복합 외관디자인

현대엔지니어링

하남감일 지식산업센터 건축외관디자인

해안종합건축

울산 학성 뉴스테이(신세계건설) 외부특화디자인

대우건설

베트남하노이 주상복합 입면색채디자인

현대건설

홍은2구역 건축외부디자인

한화건설/신동아

세종 리더스포레 주상복합 문주디자인(1, 2차)

한화건설

제주영어교육도시 꿈에그린 환경디자인

대우건설

가산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환경디자인

현대건설

인천백운2구역 건축외부디자인

여주CC

클럽하우스, 그늘집 외관리모델링 디자인

대우건설

세운 6-3구역 경관디자인-변경

현대건설

송도 B2블럭 외관디자인

신세계건설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주상복합 환경디자인

신세계건설

대구수성4가 공동주택 환경특화디자인

신동아,한화건설

세종시 2-4생활권 P4블럭 특화디자인

현대건설

범계역 현대 모비우스 환경디자인

현대건설

인천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건축외관디자인

현대건설

의정부 주상복합 건축외관디자인

신동아건설

세종시 3-1생활권 M3BL 환경디자인(변경)

삼일회계법인

아모레 사옥 (삼일회계법인) 사인디자인

제일건설

강일고덕 1블럭 현상설계

동일건축

천안 쌍용지구 주상복합 익스테리어디자인

한양건설

구로 항동지구 5BL 공동주택 특화디자인

현대건설

대구봉덕새길 환경디자인

현대건설

78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특화설계용역

범양건영

구미송정 경관자문 지원 색채디자인

한화건설

일산 킨텍스 경관자문도서작성

현대건설

속초 중앙동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환경디자인

현대건설

안양 비산동 건축외관디자인

더랜드

동탄 지식산업센터 건축외관디자인

대우건설

송림파크 푸르지오 환경/색채디자인

현대건설

고양삼송지구 도시지원시설 S4-2,3BL 외관디자인

한화건설

비스마야 경관뷰 입면색채디자인

대우건설

철산 주공 4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색채디자인

대우건설

고덕동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환경색채디자인

대우건설

동탄역 퍼스트타워2 환경디자인

롯데건설

나인원 한남 사인 및 지하주차장 색채 실시설계

대림건축

광주송정 공동주택 외부디자인

대우건설

하남미사 업무 6블럭 환경색채디자인

현대건설

광주 신용동 지역주택조합 외관디자인

더시스템랩

용인 물류센터 사인디자인

현대건설

대구 만촌동 오피스텔 건축외관디자인

중흥건설

군산신역세권 B-3BL 환경디자인

한화건설

화성 상신지구 A1-1환경디자인

중흥건설

광주전남혁신도시 S2블럭 오피스텔 특화디자인

태영건설

화성동탄2지구 A105블럭 현상설계

중흥건설

순천신대 B2-1 환경디자인 추가

한화건설

익산 부송동 근린생활시설 특화디자인

제일건설

파주운정 A5블럭 제일 풍경채 특화디자인

현대종합설계

익산마동 공동주택 건축외관디자인

대우건설

고양지축 모델하우스 사인디자인

중흥건설

수원 지동 중흥 S-클래스 색채/환경디자인

현대건설

상도동 힐스테이트

라온건설

대구 진천2차 주상복합 익스테리어디자인

제일건설

성남고등 S-1 환경디자인

중흥건설

부산 덕포1구역 중흥 S-클래스 색채/환경디자인

우주개발

청라 오피스텔 환경디자인

한화건설

양평 공동주택 익스테리어

제일건설

성남고등 S-1 주민공동시설 인테리어 디자인

금성백조

세종시 4-2생활권 P2공구 기술제안

신동아건설

경원연립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 특화디자인

한화건설

인천다복 익스테리어디자인

LH

김포한강 Ac-01a블록 환경디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알파돔 복합시설 신축공사 외관(건축)디자인

한화건설

신제주 연동 트리플시티 익스테리어(실시)디자인

현대엔지니어링

부산 남구 대연2구역 주택재건축 건축외관디자인

한화건설

위례 오벨리스크 사인 및 지하주차장 색채디자인

중흥건설

부산 사하 구평 중흥 S-클래스 색채/환경디자인_추가

금호건설

경산무학 A-6블럭 현상설계

라온건설

대구진천1차 부대시설 인테리어 디자인

대우건설

철산주공4단지 환경디자인

중흥건설

의정부 민락 중흥 S-클래스 색채/환경디자인_추가

대우건설

대구 수성 중동 푸르지오 환경색채디자인

현대건설

중구 황학동 오피스텔 건축외관디자인

호반건설

인천검단 A15-2BL 외부특화 설계

신동아건설

판교 창조경제밸리 행복주택/지식산업센터 환경디자인

고성개발산업

대구 고성동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건축환경디자인

중흥건설

완주 삼봉 특화디자인

흥한주택

송림복합상가 환경디자인

신동아건설

과천 S-8BL 공동주택 특화디자인

대신이엔디

안성 승두 A2블럭 특화디자인

현대건설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건축외관디자인

중흥건설

의정부 민락2지구 자족 SF1~3BL

신동아건설

양주옥정 B1BL 공동주택 특화디자인

울산도시공사

울산 율동지구 2블럭 특화디자인

한화건설

청주 매봉근린공원 공동주택 익스테리어디자인

안강개발

김포한강신도시 MS-6-3BL 오피스텔 환경디자인

롯데+SK

광명철산 주공 7단지 재건축 색채환경디자인

현대건설

광주시 삼동1지구 B2블럭 건축외관디자인

한화건설

광교 컨벤션 포레나 특화디자인 추가

안강개발

김포한강신도시 MS-6-1, 2BL 오피스텔 환경디자인

한화건설

서울여성병원 복합개발 외부환경디자인

한화건설

이라크 전략신상품 디자인

한화건설

광주계림3 익스테리어디자인

CJ건설

인천 송도국제도시 Sd-5(2)블록 복합상업시설 환경디자인

랜드마크알이디

용인풍덕천동 주상복합 사인디자인

한화건설

광교 컨벤션 포레나 일부 특화디자인

더효종합건설

서초노블루체 건축외관디자인

한화건설

익산 부송동 주상복합 환경디자인

신동아건설

등촌삼안 공동주택 특화디자인

현대건설

방화동 힐스테이트 건축외관디자인

한화건설

인천 학익4구역 익스테리어디자인

중흥건설

부산 사하 특화디자인

현대엔지니어링

부산 괴정동 공동주택 외관디자인

한화건설

포레나 부산당리2 익스테리어 디자인

현대건설

대구 태평로3가 1, 2차주상복합 건축외관디자인

한화건설

전주 에코시티 주상복합 익스테리어 디자인

롯데건설

철산주공7 경관심의 대관

한화건설

제주중문 익스테리어디자인

한화건설

서울여성병원 복합개발 상가인테리어디자인

현대건설

충무로 도심형생활주택 건축외관디자인

17

EXTERIOR
DESIGN

외부환경디자인

도시, 예술이 되다
건축물의 가치와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으로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 세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주변과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생기 넘치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익스테리어

DESIGN

2020

TOTAL DESIGN

CHEONGNYANGNI
HILLSTATE
THE FIRST
EXTERIOR DESIGN
현대엔지니어링 - 청량리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
용역명 청량리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
위 치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56번지, 620-60번지
규 모 A BL - 지하5층~지상23층 / B BL - 지하5층~지상43층

DESIGN

2020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BROOKLYN
HEIGHTS
EXTERIOR DESIGN

유진건설 - 브루클린 하이츠
용역명 브루클린 하이츠
위 치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60, 260-1
규 모 지하4층~지상14층 / 오피스텔 47실, 도시형 생활주택 29가구
20

21

2020

DESIGN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SILICON ALLEY
DONG TAN
EXTERIOR DESIGN

현대건설 - 동탄 실리콘앨리 현대 지식산업센터
용역명 동탄신도시 25블럭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 테크노밸리 내 25-1 1, 2, 3, 4, 5BL
규 모 지하4층~지상20층 / 세대수 418세대

2020

DESIGN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YOUTH HOUSE
STATION INFLUENCE
AREA
EXTERIOR DESIGN
도휘에드가 - 청년주택
용역명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위 치 서울시 6개소 역세권(휘경 개봉 쌍문 수유 상계 하월곡)
규 모 지하3층~지상19층 / 324세대 / 1개동, 5개소

22

23

2020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YEOJU CC CLUB
HOUSE
RENOVATION
EXTERIOR DESIGN
여주CC 클럽하우스 RENOVATION
용역명 여주CC 클럽하우스 외관디자인
위 치 경기 여주시 월평로75

DESIGN

24

25

2020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DESIGN

HANWHA
FORENA
INCHEON YEONSU
EXTERIOR DESIGN
한화건설 - 포레나 인천연수
용역명 포레나 인천연수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51-3 외 20필지
규 모 지하3층~지상23층 / 아파트 총 9개동
DESIGN

2019

DESIGN CONCEPT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VILLIV BEOMEO
SECONDARY
EXTERIOR DESIGN
신세계건설 - 빌리브 범어2차
용역명 빌리브 범어2차
위 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4동 219-4번지 일원
규 모 지하2층~지상20층 / 209세대 / 아파트 총 3개동

26

27

2019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DESIGN

JEJU
THE SHARP FIRST
EXTERIOR DESIGN
포스코건설 - 제주 더샵 퍼스트
용역명 제주시 이도2동 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
위 치 제주시 구남로 7길 36
규 모 지하2개층, 15개동
28

29

2019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DESIGN

DESIGN CONCEPT

HILLSTATE
HONGEUN FOREST
EXTERIOR DESIGN
현대건설 -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
용역명 홍은 제2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위 치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338-5번지 일원
규 모 지하4층~지상14층 / 623세대 / 아파트 총 8개동

30

31

DESIGN CONCEPT

2019

DESIGN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HILLSTATE
PRUGIO
JUAN 1DISTRICT
EXTERIOR DESIGN

현대건설 -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

2019

DESIGN

용역명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452-2번지 일원

규 모

지하3층~지상 최고 40층 / 2,958세대 / 아파트 총 22개동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HILLSTATE
BUPYOUNG
EXTERIOR DESIGN

현대건설 - 힐스테이트 부평
용역명 힐스테이트 부평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184번길 일원
규 모 지하3층~지상 최고 39층 / 1,409세대 / 아파트 총 9개동

32

33

익스테리어

2019

TOTAL DESIGN

DESIGN CONCEPT

VILLIV
METRO VIEW
EXTERIOR DESIGN

신세계건설 - 빌리브 메트로뷰
용역명 죽전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97-1번지 외 2필지
규 모 지하4층~지상47층,
아파트 176세대, 오피스텔 58세대

34

35

2019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DESIGN

GYEONGSAN
HAYANG
KUMHO OULLIM
EXTERIOR DESIGN

금호건설 - 경산 하양 금호어울림
용역명 경산 하양 금호어울림
위 치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206-7 답 일원

DESIGN

규 모 지하2층, 지상20층~29층 / 626세대 / 아파트 총 5개동

익스테리어

2019

TOTAL DESIGN

HILLSTATE BISAN
PARKVIEW
EXTERIOR DESIGN
현대건설 - 힐스테이트 비산파크뷰
용역명 힐스테이트 비산파크뷰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10번지 일원
규 모 지하2층, 지상15층~지상29층 / 303세대 / 아파트 총 6개동
36

37

DESIGN

DESIGN CONCEPT

익스테리어

2019

TOTAL DESIGN

HILLSTATE
TAEPYEONG 78
EXTERIOR DESIGN
현대건설 - 힐스테이트 태평78 상가아파트
용역명 힐스테이트 태평78 상가아파트
위 치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116번지
규 모 지하4층~지상37층 / 373세대 / 아파트 총 3개동
38

39

익스테리어

DESIGN CONCEPT

DESIGN

40

2018

2018

TOTAL DESIGN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DESIGN CONCEPT

NAMYANGJU
JIGEUM DISTRICT
A-2BL

DESIGN

NAMYANGJU
JINGUN DISTRICT
B-1BL

EXTERIOR DESIGN

EXTERIOR DESIGN

태영건설 - 남양주 지금지구 A-2BL

태영건설 - 남양주 진건지구 B-1BL

용역명 남양주 지금지구 A-2BL 공동주택

용역명 남양주 진건지구 B-1BL 공동주택

위 치 경기도 남양주 다산 지금 A-2BL

위 치 경기도 남양주 다산 진건 B-1BL

규 모 지하2층~지상29층 / 961세대 / 아파트 총 6개동

규 모 지하2층~지상29층/ 651세대 / 아파트 총 4개동

41

2018

DESIGN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SEJONG
OULLIM FAMILIE
CENTRAL
EXTERIOR DESIGN
금호건설 - 세종 어울림 파밀리에 센트럴
용역명 세종 어울림 파밀리에 센트럴
위 치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1, M4블록
규 모 M1블록-지하2층~지상29층 / 612세대 / 아파트 총 9개동
M4블록-지하2층~지상29층 / 598세대 / 아파트 총 8개동

42

43

2018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DESIGN CONCEPT

INCHEON JUAN URBAN
DEVELOPMENT 1BL
DESIGN

EXTERIOR DESIGN
한화건설 - 서울여성병원 복합개발 신축공사
용역명 서울여성병원 복합개발 신축공사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28-9 일원
규 모 지하8층~지상44층 / 864세대
(총 5개동, 공동주택 4개동, 메디컬센터 1개동)

44

45

2018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DESIGN

FORENA JEONJU
ECHOCITY
EXTERIOR DESIGN
한화건설 -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용역명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위 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313,1314
규 모 지하5층~지상45층 / 614세대 / 아파트 4개동, 오피스텔 2개동
46

47

GASAN CENTRAL
PRUGIO CITY
EXTERIOR DESIGN

2018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대우건설 - 가산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용역명 가산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위 치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33-5
규 모 지하3층~지상20층 / 1,454실
48

49

50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2017

익스테리어

2018

TOTAL DESIGN

LOTTE CASTLE AND
SK VIEW CLASSTIGE

KIMPO
THE LUX NINE

EXTERIOR DESIGN

EXTERIOR DESIGN

롯데, SK건설 - 롯데캐슬 앤 SK뷰 클래스티지

안강건설 - 김포 안강 더 럭스나인

용역명 롯데캐슬 앤 SK뷰 클래스티지

용역명 김포한강신도시 MS-6-1, 2BL 개발사업

위 치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33번지 일원

위 치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김포 한강택지개발지구 MS-6-1, 2블럭

규 모 지하3층~지상36층 / 1,313세대 / 아파트 총 13개동

규 모 지하5개층, 지상10층 / 세대수 443세대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51

2017

DESIGN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DESIGN CONCEPT

VILLIV ULSAN
EXTERIOR DESIGN
신세계건설 - 빌리브 울산
용역명 빌리브 울산
위 치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59
규 모 지하5층~지상 최대 29층
567세대(아파트 405세대, 오피스텔 162실) / 총 5개동

52

53

2017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DESIGN

MISA STATION
MAIUM PRUGIO CITY
EXTERIOR DESIGN
대우건설 - 미사역 마이움 푸르지오 시티
용역명 미사역 마이움 푸르지오 시티
위 치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 업무 6-1·2·3블록
규 모 지하6층~지상23층 / 1090실 / 총 2개동

2017

DESIGN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SEONGNAM
GODEUNG
S-1 BLOCK
EXTERIOR DESIGN
제일건설 -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
용역명 성남 고등지구 S-1BL 공동주택 환경색채디자인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453번지
규 모 지하2층~지상15층 / 543세대 / 아파트 총 9개동

54

55

2017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DESIGN CONCEPT

CHEOLSAN
CENTRAL PRUGIO
EXTERIOR DESIGN
대우건설 -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용역명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위 치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52번지 일대(철산주공 4단지)
규 모 지하2층~지상31층 / 764세대 / 아파트 총 7개동

2017

DESIGN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GEOMDAN
HOBAN VERTIUM
EXTERIOR DESIGN

호반건설 -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용역명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위 치 인천 검단신도시 AB15-2블록
규 모 지하2층~지상27층 / 1,168세대 / 아파트 총 14개동

56

57

2017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UIJEONGBU
MILLAK 7
SF1-3BL
EXTERIOR DESIGN
중흥건설 - 중흥S클래스 트와이스
용역명 의정부 민락2지구 자족7 SF1-3BL 환경디자인
위 치 경기도 의정부 민락2지구 공공주택지구 자족7 SF1-3BL
규 모 지하2층~지상10층 / 546실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DESIGN

58

59

2017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DESIGN

BANPO STAY
EXTERIOR DESIGN
반포스테이 주거디자인
용역명 반포 3차 주거디자인
위 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0-10
규 모 5층 / 15세대 / 총 1개동

2017

DESIGN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EULJI
TWIN TOWER
EXTERIOR DESIGN
대우건설 - 을지 트윈타워
용역명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6-3-1, 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위 치 서울시 중구 을지로 4가 261-4번지 일원
규 모 지하8개층, 지상20층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60

61

2017

DESIGN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SEJONG
LEADERS FORET
EXTERIOR DESIGN
신동아건설, 한화건설 - 세종 리더스 포레
용역명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2-4생활권 P4구역 HO3/HC3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위 치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2-4생활권 P4구역 HO3/HC3블럭
규 모 HO블럭 : 지하2개층, 지상49층 / 세대수 845세대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부설주차장
HC블럭 : 지하2개층, 지상37층 / 세대수343세대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62

63

2017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FORENA
IKSAN BUSONG
EXTERIOR DESIGN
한화건설 - 포레나 익산 부송
용역명 익산 부송동 주거복합 환경디자인
위 치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1102,1102-1
규 모 지하3층~지상38층 / 626세대 / 총 4개동

DESIGN

64

65

2016

DESIGN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LOTTE CASTLE &
FAMILIE CITY
EXTERIOR DESIGN
신동아, 롯데건설 - 고촌 캐슬앤파밀리에시티
용역명 고촌 캐슬앤파밀리에시티
위 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김포신곡 6지구 A1, A2BL
규 모 1블록 _ 지하2층~지상16층 / 아파트 총 36개동
2블록 _ 지하2층~지상16층 / 아파트 총 26개동

DESIGN

2016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SEJONG 4-1 BLOCK
EXTERIOR DESIGN
신동아, 롯데건설 - 세종시 4-1생활권 통합디자인
용역명 세종시 4-1 생활권 통합디자인
위 치 공동주택 M1, M2, M3 산책로 인계

66

67

DESIGN

2015

DESIGN CONCEPT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DOKSAN
LOTTE CASTLE
NEWSTAY
EXTERIOR DESIGN
롯데건설 - 독산 롯데캐슬 뉴스테이
용역명 서울 독산 기업형입대주택 건설사업
위 치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대
규 모 지하3층~지상12~35층 / 919세대 / 총 8개동

DESIGN

익스테리어

2016

TOTAL DESIGN

HILLSTATE
PANGYO MOBIUS
EXTERIOR DESIGN
현대건설 - 힐스테이트 판교 모비우스
용역명 서판교 9블록 오피스텔 특화 및 경관심의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13
규 모 지하3층~지상8층 / 280실 / 총 4개동
68

69

2015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DESIGN CONCEPT

DESIGN

HILLSTATE
SAMSONG STATION
SKANSEN
EXTERIOR DESIGN
현대건설 -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
용역명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도시지원시설 S4-2, 3BL
규 모 지하4층 ~ 지상25층 / 2,513실 / 총 4개동

70

71

2015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DESIGN CONCEPT

YEOSU UNGCHEON
FORENA

DESIGN

EXTERIOR DESIGN
한화건설 - 여수 웅천 포레나
용역명 여수 웅천지구 C4-2,3BL 주거복합
위 치 여수 웅천지구택지개발 관광휴양산업3단지(C4_2, 3블록)
규 모 1단지 - 지하2층~지상29층 / 333세대
2단지 - 지하3층~지상29층 / 1,448세대

72

73

2015

DESIGN CONCEPT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NEW JINJU
CENTRAL
WELLGA
EXTERIOR DESIGN
흥한건설 - 신진주역세권 센트럴웰가
용역명 신진주역세권 C-1BL 환경색채디자인
위 치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도시개발사업지구 C-1BL
규 모 지하2층, 지상25~33층 / 1,152세대 / 아파트 총 10개동

DESIGN

74

75

DESIGN

DESIGN

익스테리어

SEJONG
CASTLE & FAMILIE
THE ART
EXTERIOR DESIGN

TOTAL DESIGN
익스테리어

2014

2015

TOTAL DESIGN

HALLA VIVALDI CAMPUS 1, 2
EXTERIOR DESIGN

롯데, 신동아건설 - 세종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용역명 서판교 9블록 오피스텔 특화 및 경관심의
위 치 행정중심 복합도시 4-1생활권 P1 M1블록, L2블록
규 모 M1블록 - 지하2층~지상29층 / 1,111세대 / 총 17개동
L2블록 - 지하2층, 지상18층 / 592세대 / 총 14개동

76

한라건설 - 한라 비발디 캠퍼스 1, 2차
용역명 시흥 배곧신도시 1단지 환경 / 색채디자인
위 치 시흥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C3BL, C4BL
규 모 1차 : 지하2층~지상40층 / 2,701세대 / 아파트 총 12개동, 2차 : 지하2층~지상40층 / 2.695세대 / 아파트 총 12개동
77

COMMERCIAL
DESIGN
상환경디자인

트렌드와 스토리를 담다
컨셉과 방향 수립, 환경분석 등 체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디자인을 구현합니다.
트렌드와 스토리가 담긴 공간, 사람이 저절로 모여드는 공간을 완성합니다.

2019

COMMERCIAL DESIGN
상환경디자인

UIJEONGBU
MILLAK 7 SF1-3BL
COMMERCIAL DESIGN
중흥건설 - 중흥S클래스 트와이스
용역명 의정부 민락2지구 자족7 SF1-3BL 환경디자인
위 치 경기도 의정부 민락2지구 공공주택지구 자족7 SF1-3BL
규 모 지하2층~지상10층 / 546실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DESIGN

80

81

DESIGN CONCEPT

2018

COMMERCIAL DESIGN
상환경디자인

INCHEON JUAN URBAN
DEVELOPMENT 1BL
COMMERCIAL DESIGN
한화건설 - 서울여성병원 복합개발 신축공사
용역명 서울여성병원 복합개발 신축공사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28-9 일원
규 모 지하8층~지상44층 / 864세대(총 5개동, 공동주택 4개동, 메디컬센터 1개동)
82

83

2018

COMMERCIAL DESIGN
상환경디자인

FORENA JEONJU
ECHOCITY
COMMERCIAL DESIGN
한화건설 -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용역명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위 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313,1314
규 모 지하5층~지상45층 / 614세대 / 아파트 4개동, 오피스텔 2개동

DESIGN CONCEPT

DESIGN

84

85

2018

COMMERCIAL DESIGN
상환경디자인

INCHEON SONGDO
TIME SPACE
COMMERCIAL DESIGN
CJ건설 - 인천 송도 타임스페이스
용역명 인천 송도 타임스페이스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8-21번지 외 1필지
규 모 판매시설(일반) 지하1층, 지상1~11층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 지하1~2층

DESIGN CONCEPT

86

87

SIGN
DESIGN

사인디자인

공간에 아이덴티티를 더하다
지식과 정보를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공간 정체성을 형성하며 환경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룹니다.
시인성과 감각을 모두 만족시키는 디자인으로 공간의 품격까지 높입니다.

사인디자인

2019

2019
90

SIGN DESIGN

SIGN DESIGN
사인디자인

YONGIN
DISTRIBUTION
CENTER

NINEONE
HANNAM

SIGN DESIGN

SIGN DESIGN

더시스템랩 - 용인 물류센터 사인디자인

롯데건설 - 나인원 한남

용역명 지오앤에스 용인 물류센터 신축공사 사인디자인

용역명 나인원 한남

위 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산71-2번지 외 15필지

위 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91

규 모 120,117㎡

규 모 지하4층~지상9층 / 341세대

91

2018

SIGN DESIGN
사인디자인

SAMIL
PRICE WATER
HOUSE COOPERS
SIGN DESIGN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사인디자인
용역명 삼일회계법인 사이니지 디자인
위 치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AP빌딩
규 모 아모레퍼시픽 빌딩 17~20층

2018

SIGN DESIGN
사인디자인

JICHUK
CENTRAL
PRUGIO
SIGN DESIGN

대우건설 - 지축역 센트럴푸르지오 견본주택
용역명 지축역 센트럴푸르지오 견본주택
위 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 B4블록
규 모 지하1층~지상29층 / 85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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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DESIGN
커뮤니티디자인

공감과 소통을 그리다
더불어 공감하고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창조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인간 중심의 창의적 디자인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로서의 내일을 열어갑니다.

DESIGN

DESIGN

커뮤니티디자인

20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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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DESIGN

COMMUNITY DESIGN
커뮤니티디자인

JEIL
PUNGKYEONGCHAE
GRANGFIRST

SEONGNAM
GODEUNG
S-1 BLOCK

COMMUNITY DESIGN

COMMUNITY DESIGN

제일건설 -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

제일건설 - 성남고등 제일풍경채

용역명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

용역명 성남 고등지구 S-1BL 공동주택

위 치 경기도 파주신도시 운정3지구 A5블록(당하동 일원)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453번지

규 모 지하2층~28층 / 1,926세대 / 아파트 총 24개동

규 모 지하2층~지상15층 / 543세대 / 아파트 총 9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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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DESIGN CONCEPT

커뮤니티디자인

2016

2016

COMMUNITY DESIGN

COMMUNITY DESIGN
커뮤니티디자인

FORENA
BUSAN CHOEUP

KYUNG HEE
UNIVERSITY
SPACE 21

COMMUNITY DESIGN

COMMUNITY DESIGN

한화건설 - 포레나 부산초읍

대우건설 - 경희대 스페이스21

용역명 포레나 부산초읍

용역명

경희대 스페이스 21 (경희대학교 기숙사 내부색채디자인)

위 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4-1번지

위 치

경희대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규 모 지하5층~지상29층/ 1,113세대 / 아파트 총 11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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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ESIGN

글로벌디자인

희오, 세계를 디자인하다
국내 대표 환경디자인기업 희오의 디자인은 더 넓은 세계를 무대로 합니다.
새로움과 혁신을 담은 디자인으로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인류에 이바지하는 디자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2016

DESIGN

GLOBAL DESIGN
글로벌디자인

VIETNAM HANOI
HIGH-RISE
APARTMENT
EXTERIOR DESIGN
ENVIRONMENTAL DESIGN
대우건설 - 베트남 하노이 주상복합 입면색채 디자인
용역명 베트남 하노이 주상복합 입면색채 디자인

2018

DESIGN

GLOBAL DESIGN
글로벌디자인

MYANMAR VILLA
EXTERIOR DESIGN
ENVIRONMENTAL DESIGN
정림건축 - 미얀마 빌라 외부특화디자인
용역명 미얀마 빌라 외부특화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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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자인

DESIGN CONCEPT

2015

GLOBAL DESIGN

IRAQ BISMAYAH
NEW CITY SOCIAL
INFRA PROJECT
COLOR&SIGN DESIGN
ENVIRONMENTAL DESIGN

DESIGN

한화건설 - 이라크 비스마야 뉴시티
용역명 비스마야 SI PJ 색채 및 사인디자인
위 치 이라크 비스마야 뉴시티
규 모 1,830 ha ( 550 만평 ) / 8개 타운, 59개 블록 834개

2012

DESIGN CONCEPT

GLOBAL DESIGN
글로벌 디자인

IRAQ BISMAYAH
NEW CITY
ENVIRONMENTAL DESIGN
한화건설 - 이라크 비스마야 뉴시티
용역명 이라크 비스마야 외부환경디자인용역
위 치 이라크 비스마야 뉴시티
규 모 1,830 ha ( 550 만평 ) / 8개 타운, 59개 블록 8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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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카페골목

천주교동작동성당

희오빌딩

방배현대홈타운 2차
방배현대홈타운 1차

총신대입구역

방배4동 주민센터

내방역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37길 50 (방배동, 희오빌딩)
TEL. 02.6218.9055 FAX. 02.6218.9054
www.helloheoh.com / helloheoh.webhar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