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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COMPANY OVERVIEW

상   호 COMPANY NAME

대표자명 REPRESENTATIVES

사업형태 BUSINESS TYPE

설립연도 YEAR FOUNDED

매 출 액 GROWTH ANNUAL SALES

본   사 HEAD QUARTERS

인력현황 TOTAL NUMBER OF EMPLOYEES

제휴 및 협력  AFFILIATES

주식회사 삼원에스앤디

오   철

실내건축 디자인 & 시공

1982年

2019년 (1,518억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12
Tel. 02-3475-3300   l   Fax. 02-3475-3303

약 200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센터
Partnership with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한국실내건축협회
A member of Korean Interior Architects

대한건설인협회
A member of Korea Construction Engineers Association

SAMWON S&D is a full-service integrated interior architecture firm. Established

in 1982, we have earned a reputation as one of the most innovative and creative

firms in the field. We look into the present to imagine a better future.

COMPANY OVERVIEW 회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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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diverse and multi-talented professionals are passionate, intense and

deeply client focused. Ours is a collaborative team environment. We like to say

that every project is the product of the entire firm, not just a few individuals.

ORGANIZATION 조직 구성

경영지원실
Corporate Management Of�ce

경영기획팀
Corporate Management Team

인사총무팀
H.R & General Affairs Team

재경팀
Accounting & Finance Team

외주구매실
Subcontracts & Procurement Of�ce

외주관리팀
Subcontracts Team

구매팀
Procurement Team

사업관리본부
Project Management Division

안전환경보건팀
Safety Control & Health Team

품질관리팀
Quality Control & A/S Team

공사관리팀
Construction Management Team

시공팀
Construction Team

설계본부
Design Division

기획설계팀
Planning & Design Team

전략설계팀
Strategic Design Team

기술설계팀
Technical Design Team

영업본부
Business Development Division

영업실
Business Of�ce

견적실
Estimation & Proposal Of�ce



  38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부문별 전문화된 인력과 조직을 통해

보다 새롭고 차별화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최상으로 만족하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실내건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삼원에스앤디의 모든 가족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06   PHILOSOPHY

Customer-First is Our Top Priority. we do our best to become a leader in

today’s interior market through delivering distinctive works that exceed

expectations of clients.

PHILOSOPHY 기업 철학

CUSTOMER-FIRST IS
OUR TOP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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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SULTING

컨설팅

SPACE PLANNING

공간 계획

FEASIBILITY STUDY

타당성 검토

BUDJET STUDIES

프로젝트 예산검토

INTERIOR DESIGN

인테리어 디자인

GRAPHIC DESIGN

그래픽 디자인

COLOR & FINISH
MATERIAL SELECTION

색채 및 마감계획

FURNITURE SELECTION

가구계획

LIGHTING FIXTURE
SELECTION

조명계획

ARTWORK
COORDINATION

예술장식 코디네이션

REMODELING &
RENOVATION

리모델링 & 리노베이션

CONSTRUCTION

실내건축 시공

KNOWLEDGE & SKILLS 기업 역량

We offer a wide range of services by combining our creativity, talents and

technical skills to provide full satisfaction to our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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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S 주요 고객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SK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태영건설

동부건설

계룡건설

신세계건설

KCC건설

한화건설

선원건설

삼우설계

간삼건축

희림건축

엔씨소프트

이지스자산운용

삼성에버랜드

람정제주개발

용평리조트

호텔롯데

호텔신라

조선호텔

한화호텔 & 리조트

아주호텔 & 리조트

여수디오션리조트

롯데건설

KT

CJ대한통운

현대기아자동차

SK하이닉스

SK네트웍스

SK이노베이션

신세계

현대백화점

세브란스병원

현대아산병원

국민대학교

통일그룹

원불교

We’re inspired working alongside our clients to resolve complex issues.

Through our work we strive to share our passion with our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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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 AWARDS 기업 연혁 & 수상

1996 11

1999 03

2000 01

09

2003 03

05

06

2005 04

2009 03

2010 02

12

2011 04

2013 07

2014 07

2016 01

04

2018 01

01

02

10

2019 01

01

07

2020 03

I.S.O 9001 품질인증 취득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한국투자신탁증권(주) 자본참여 / KTB network(주) 자본참여 

국무총리 표창(강원국제 박람회공사) 

日本 Toyota Lexus 국내 전시장 설계업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센타 Design Partnership

국무총리 표창(건설의 날 유공자) 

삼성그룹 건설3사 표창(2005년 최우수 협력회사)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성실납세자) 

삼성그룹 건설3사 표창(2009년 협력회사 대상수상)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실적우수상 수상 

쌍용건설 2010년 최우수업체 선정 

호텔롯데 최우수업체 선정 

포스코건설 우수업체 선정 

현대건설 H Leaders 선정 

대림산업 우수업체 선정 

포스코건설 우수업체 선정 

현대건설 H Leaders 선정

대림대학교 감사패 

CJ건설 우수업체 선정 

CJ대한통운 우수업체 선정 

포스코건설 우수업체 선정 

파라다이스그룹 감사패 

CJ대한통운 우수업체 선정 

Since founded in 1982, SAMWON S&D’S portfolio of work has been recognized

by dozens of awards for design & construction excellence.



프로젝트 실적

RELEVANT
PROJECT
EXPERIENCES
Our portfolio comprises work in a wide range of specialized project types: 



1982년 설립된 이래, 실내건축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해온 SAMWON S&D는

탁월한 디자인과 뛰어난 시공기술력으로 호텔, 오피스, 상업공간, 의료, 교육연구,

문화집회공간 등의 실내건축 전분야와 특수전문분야인 테마파크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시공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간과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실내건축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OSPITALITY
호텔.리조트.숙박시설

01 02 03

05 06

RESIDENTIAL
주거시설

RETAIL MIXED-USE
상업 복합시설

CORPORATE
업무시설

ACADEMIC &
INSTITUTIONAL
교육.연구시설

07
HEALTHCARE
의료시설

08
CULTURAL & RELIGIOUS
문화.종교시설

04
THEME PARK &
ENTERTAINMENT
테마파크.오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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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ITY 호텔.리조트.숙박시설

제주 드림타워 호텔 

여의도파크원 호텔 객실부 

경주 라한호텔 

노보텔 앰배서더 용산, 동대문 

코트야드메리어트 판교 

호텔 안다즈 서울 강남 

홍대 라이즈 바이 메리어트 호텔 

르메르디앙 호텔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강릉 씨마크호텔 

글래드호텔 여의도, 강남 

신라스테이 역삼, 천안 

롯데호텔서울 신관 객실부

그랜드 워커힐 호텔 객실부

송도 오크우드호텔

송지호 더비치 테라스호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명동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랙션, 서교

디오션 비치 리조트, 여수

롯데호텔, 부산

조선호텔, 제주

하워드존슨호텔, 인천국제공항 

LCT롯데호텔, 해운대

메종글래드 제주

하얏트 리젠시 제주

쉐라톤 서울팰리스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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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주거시설

용평리조트 버치힐테라스 

대명리조트 쏠비치 삼척

비발디파크 소노펠리체 

해운대 LCT 펜트하우스 

청담 더펜트하우스 

덕수궁 디팰리스 주상복합 

아크로리버파크 펜트하우스 & 공용부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커뮤니티 

강남 더시그넘하우스 객실 & 공용부 

광교 아이파크 

흥덕파크자이

평창동 오보에힐스

산운/운종 아펠바움 타운하우스

일산 오르비제  

동천 레미안 펜트하우스

한남더 힐 신축공사

코리아C.C 투스카니 힐스

동백 라폴리움 신축

알펜시아 빌라

용평리조트 베르데힐

용평리조트 포레스트

청우C.C 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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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L MIXED-USE 상업 복합시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리테일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Plaza

한화 갤러리아 광교점 

갤러리아 불당점 

갤러리아 명품관 Crown Jewel WEST 리뉴얼

신세계백화점 본점, 명동

신세계백화점 센텀점 F&B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7F 공용부 리뉴얼

현대백화점 판교점 F&B

현대백화점 부산점 F&B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T2 

동화면세점 “HAN”

신세계 본관 면세점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 F&B 

신세계 스타필드 위례 F&B 

신세계 스타필드 명지 F&B 

신세계 스타필드 안성 공용부

용산호텔 F&B 

청담 SSG 푸드마켓

JAJU 가로수길 전문점

롯데 123타워 “빌즈”

롯데 Avenuel 잠실점 6F PECK 

롯데 하이마트 대치점 

논현 TWOSOME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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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PARK & ENTERTAINMENT 테마파크.오락시설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신축 & 리모델링

에버랜드 T-Express [우든코스터] 건축공사

에버랜드 로스트밸리 & 애니멀원더월드 건축공사

에버랜드 스낵버스터 & d알파인카니발 리모델링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컨트롤타워 건축공사

에버랜드 베네치아/레이싱코스트 건축공사

에버랜드 이솝빌리지 건축공사

에버랜드 글로벌페이 건축공사

에버랜드 매화원 건축공사

에버랜드 네이처휠룸/투모로우샵/자이로VR 건축공사

에버랜드 여름축제 너프존 건축공사

에버랜드 할로윈축제 건축공사

에버랜드 공룡 컨텐츠 건축공사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진행중]

동부산 오시리아 테마파크 [진행중]

제주 신화역사공원 테마파크 

제주 신화역사공원 워터파크 

신세계 동대구역복합센터 테마파크 

디오션리조트 워터파크 리모델링

강원랜드 하이원 워터파크 기술제안

한화 설악 워터피아 아쿠아동

웅진어린이마을 

경주월드 워터파크

경주 신라밀네니엄 파크

롯데월드 어드벤쳐 파사트

박스빌존 빅토리안 카니발월드

한화 설악 워터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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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업무시설

KB증권 통합사옥 

KB국민은행 통합사옥 

CJ BlossomPark 

LG사이언스파크 

SK 서린사옥 New Workplace 

SK하이닉스 MF Project 

SK하이닉스 M14 SUPEX Center 

SK D&D 스마트오피스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 리모델링

신용보증기금 대구신사옥 

한국산업은행 IT센터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 

대구은행 DGB혁신센터 

수원법원종합청사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 

엔씨소프트 판교R&D센터 오피스

고양 삼송 MBN 복합시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오피스 

CJ제일제당 식품통합 생산기지

CJ미래원 증축 

경찰대 이전 건축음향공사 

롯데 그룹 R&D 센터

SK건설 수송동 사옥

SK건설 관훈빌딩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사옥

공덕동 효성본사 사옥

신세계 인터네셔널 본사

신세계건설 동대문 사옥

멜파스 판교 신사옥

비코코리아 R&D 센터

경상북도 도개발공사 사옥

상암 MBC 문화방송 신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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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 INSTITUTIONAL 교육.연구시설

한국교직원공제회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제주 영어교육도시 2차 국제학교

풍문고등학교 

송도 자율사립고등학교 

국민대 과학관 리모델링

국민대 경상대 경영관 리모델링

고려대 미디어관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국제관

한세대 글로벌교육센타 

한세대 영산 콤플렉스

삼성인력개발원  창조관

KB 한국산업은행 IT센타

아모래퍼시픽 기술연구원 인재원

현대차 천안연수원 생활관 

기아차 양지연수원

수원법원청사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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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의료시설

이화여대 서울병원 

연세대 의료원 어린이병원 신생아실 증축 

강동 성심병원 리모델링

서울아산병원 동서관 리모델링

동국대 불교종합병원 

양천메디컬센터

신촌 세브란스병원 

서울대 어린이 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VIP동

고려대 안산병원 신생아동

현대 아산병원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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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 RELIGIOUS 문화공간.공연장.종교시설

예술의 전당 음악당

대전종합 예술의 전당

강릉 올림픽아트센터 

인천 아트센터 신축공사

경주 문화회관

수원 화성박물관

사랑의교회(서초.강남)

통일교 세계본부교회 

영락교회 베다니홀 

부산 수영로 교회

고려대 미디어관 신축

성균관대 국제관 새천년홀

국민대 종합복지관



LICENSES &
CERTIFICATES
As a full-service integrated interior architecture �rm, we hold 

the necessary licenses & nationally recognized certi�cations. 

면허 & 등록증



LICENSES

등록신청공종 실내건축공사(설계/시공)

 내외장 리모델링공사

 자본금 ㅣ 2,600,000,000원
 매출액 ㅣ 2016년  114,918,834,828원  

  ㅣ 2017년  142,397,874,572원  

  ㅣ 2018년  146,350,526,271원
  ㅣ 2019년  151,831,951,032원

사업자등록번호 214-86-06742

면허보유현황

면허종류 실내건축공사업

 허가지역 및 번호기관서 ㅣ 제91-서울-01-164호 서초구청장

 시공능력평가액 ㅣ 2020년 190,986,381,000원

 창호공사업

 허가지역 및 번호기관서 ㅣ 충북08-7호 서초구청장

 시공능력평가액 ㅣ 2020년 14,620,517,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허가지역 및 번호기관서 ㅣ 서초-02-10-16호 서초구청장

 시공능력평가액 ㅣ 2020년 14,620,517,000원

 건축공사업

 허가지역 및 번호기관서 ㅣ 01-2557 서울특별시장

 시공능력평가액 ㅣ 2020년 21,98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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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S 신용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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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S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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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S 시공능력 순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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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S I.S.O 9001



26   CERTIFICATES

CERTIFICATES 건설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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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S 면허보유현황.면허종류



28   LOCATION

LOCATION 찾아오시는 길

2

2

3

교대역

5번출구

롯데캐슬 SPA
신동아
APT 우성

APT

한남대교

강
남
대
로

남부터미널

경
부
고
속
도
로

신동아
APT

서울교육대학교
교대정문

ㅣ주ㅣ삼원에스앤디 본사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12
Tel. 02-3475-3300   Fax. 02-3475-3303
E-mail. webmaster@samwonsd.co.kr
www.samwonsd.co.kr

물류창고 및 공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동 석성로 985번길 33
Tel. 031-339-2351   Fax. 031-339-2352

오시는 길(지하철)

2호선 (2.5번 출구) / 3호선 (2.5번 출구)

마을버스(연두색) 03번 환승‘사랑하는교회’하차

사랑하는교회
볼보
서비스
센터

SK
주유소

코업
레지던스

강남역

교대역





ㅣ주ㅣ삼원에스앤디

066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12
112, Saimdang-ro, Seocho-gu, Seoul, Korea
Tel. 02-3475-3300    Fax. 02-3475-3303
www.samwon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