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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활발한 해외진출

다양한 전문기술자 보유

ABOUT TOPEC

탄탄한 경영능력과 실적을 통해 끊임없이 도약하는 토펙엔지니어링은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그 위상을 높혀가고 있습니다.

합계 502 명

A
NICE D&B

LEED AP,  GA 2명CVS 9명

15 9 2

47 25 35
박사 25명

92

17

기술사 92명

CMP 17명

석사 47명 건축사 35명

네팔 NTIC KU 신축공사

네팔 트리부반대 ICT센터 

라오스 국립아동병원 소아과 의료인 교육센터

방글라데시 간호전문대학원

볼리비아 오루로 병원

베트남 벤째 종합병원

베트남 한국대사관

이라크 중환자 병원 신축공사

캄보디아 민간항공훈련센터

파키스탄 농축산기술역량강화센터

필리핀 비사야스 국립대학

PMP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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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펙엔지니어링은 1993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흔들림 없는 

기업 경영을 토대로 꾸준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문가 그룹인 

토펙엔지니어링은 가장 먼저 고객을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며 고객의 행복을 철저히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들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조건을 고려한 최고의 설계, 

철저한 건설공사 관리, 그리고 완벽한 사후관리를 통해 최상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토펙엔지니어링을 믿고 

함께해 주신 분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또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객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O MESSAGE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민하며 

신뢰에 보답하고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것. 

바로 여러분의 동반자, 토펙엔지니어링이 

드리는 약속입니다.

토펙엔지니어링은 건실한 기업 경영을 반석으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해 단련된 전문가그룹입니다. 



W E  B U I L D   

A  B E T T E R  F U T U R E

토펙엔지니어링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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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경영기반을 갖춘 기업

CM 실적순위 업계 TOP, 기업신용평가 A등급, 다양한 전문기술자 보유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가는 기업

성공적인 해외 프로젝트 수행 실적 및 다양한 해외 건설경험 축적

환경을 디자인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기업

우수한 디자인 능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설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사람과 기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

미래를 지향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한 특화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

모두 함께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기업

사랑의 집짓기,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는 친 사회적기업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업

TOPEC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전현장 및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추구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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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5 ‘ConsMa 2013 세계CM의 날’ 대상 수상

2014. 10 제주건축문화축제 건축부문 대상 수상

2016. 03 ConsMa 2016 대통령 표창 수상

2018. 06 토펙엔지니어링 창립 25주년

2019. 01 인도네시아 PROSYS사와 MOU체결

2020. 04 현대자동차 부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용역 ‘수주’

2020. 12 코이카 국별협력사업 사업혁신 우수업체 선정

2021. 0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이마트부지 개발사업 설계용역 수주

2011—
도약

2001. 05  부동산 컨설팅업 및 학술용역업 등록,  
부동산 임대업

2001. 07 건축공사업 등록

2004. 03 주한미군 대상 용역업 등록

2006. 06 중국 심양 현지법인 설립

2007. 06  용산미군기지이전사업 용역수주

2001–2010
성장

1993–2000
태동

1993. 06 (주)토펙엔지니어링 설립

1994. 02 건축감리전문업등록

1995. 11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업 등록

1995. 12 종합감리전문업 등록

1997. 04 전력시설물 공사 종합감리업 등록

1997. 10  건축사사무소 등록 및 (주)토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로 상호 변경

HISTORY VISION 2025

토펙엔지니어링은 1993년 창립 이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경영혁신을 

이루며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 건설 신화를 이룩한 전문가들이 

모여 쌓아온 오랜 세월과 발자취들을 따라 토펙엔지니어링은 오늘도 

사훈인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도전, 변화하며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펙엔지니어링은 ‘VISION 2025’을 수립하여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혁신을 추진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 역량 강화를 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개척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CHANGE
업무영역 다각화, 국내외 전략적 제휴 체결

자기 혁신 및 기업 체질 개선

CREATIVE
지식기반 사업 발굴, 인재 발굴 및 육성, 신기술 개발

CHALLENGE
해외 진출 확대, 신시장 및 신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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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MANAGEMENT
PM  |  사업성 검토, 금융컨설팅 등 개발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종합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합니다.

PLANNING & DESIGN
건축계획 및 설계  |  합리적인 계획과 장인정신으로  
고객이 원하는 이상적인 공간을 빚어냅니다.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  |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풍부한 전문지식을 통해 고객의 희망을 구현합니다.

CONSTRUCTION SUPERVISION
종합감리  |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추구합니다.

ENGINEERING
엔지니어링  |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편안하고 아름답게 조화된 환경을 구현합니다.

OVERSEAS BUSINESS 
해외사업  |  국내의 수많은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해외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RESEARCH & DEVELOPMENT
연구개발  |  미래의 성장 잠재력과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을 연구개발합니다.

CONSULTING & DEVELOPMENT
투자자문 및 개발  |  앞선 비전과 치밀한 분석으로  
최적의 투자 가치를 창출합니다.

URBAN REGENERA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  고객의 사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REMODELING
리모델링  |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자산가치를 향상시켜 드립니다.

GLOBAL TOTAL 
SOLUTION 

토펙엔지니어링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토대로 글로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토탈 솔루션

TOTAL SOLUTION

투자자문 및 개발

CONSULTING & DEVELOPMENT

PM
PROJECT 

MANAGEMENT

리모델링

REMODELING

해외사업

OVERSEAS BUSINESS

연구개발

RESEARCH & DEVELOPMENT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URBAN REGENERATION

건축계획 및 설계

PLANNING & DESIGN

종합감리

CONSTRUCTION  
SUPERVISION

 엔지니어링

ENGINEERING

건설사업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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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MANAGEMENT

개발사업 PM

1
개발방안 수립 및 사업성 검토

사업부지의 입지, 용도, 제한사항, 부동산 시세, 분양률, 
지역적 특성, 예상분양 수익금, 토지비, 건축비, 
사업비를 분석하여 적합한 상품 구성 및 규모 검토를 

통한 사업수지 분석을 제공합니다.

2
금융 컨설팅

PF 금융주관사 선정 시 금융 조건 및 구조 검토 등 
부동산개발금융과 관련한 업무 수행을 합니다.

3
설계 및 인허가

프로젝트 부지에 적합한 최적의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시공사 선정/분양/정산
프로젝트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 시공사 선정과 임대 및 
분양 시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적정 임대 및 분양가를 

산정하고 신탁 계약 종료시 정산업무를 수행합니다.

5
사업의 안정성 확보

외부 사업성 평가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신탁 계약 체결과 

종료에 따른 시행자의 책임 및 역할에 대한 정보제공 

등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의 종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드립니다.

PM

CM

사업기획

설계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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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설계는 합리적인 계획을 통해 인간과 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예술과 기술의 집약입니다. 

토펙엔지니어링은 CM ·엔지니어링, 컨설팅이  

연계된 강력한 팀워크와 창조적인 디자인 능력으로  

지속가능한 건축을 만들어 나갑니다.

PLANNING & DESIGN

MASTER PLAN
마스터플랜  |  향후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과 
시설물 배치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기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URBAN PLAN
도시 및 지구단위계획  |  도시 전체 및 도시계획 구역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하여 해당 지구의 성격에 적합한 

토지 이용, 건폐율, 용적률 등의 커다란 골격을 제시합니다.

ARCHITECTURAL PLAN
건축설계  |  기본 ·계획단계, 기본 ·실시설계의 과정에서 
건축주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이상적인 공간을 창조합니다.

INTERIOR DESIGN
 인테리어 설계  |  실내공간만의 독특성을 확장하고, 전체 건축 
내면과 관계 재설정에 의한 차별화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합니다.

잠실5단지 주거 ·복합시설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 생태체험·교육시설 춘향 휴게소

GT World 홍익대학교 제1기숙사 양평 휴게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병원 KR 기록관 가양동 이마트 부지 개발사업

평택 청북 물류센터 대상 본사 사옥 안산 고잔 연립 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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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타당성 검토  |  프로젝트 초기 단계 부지 선정,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검토 등 사업 추진 핵심 요인을 폭넓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측, 대응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발주자의 Risk를 최소화합니다.

 VE 기반 설계 경제성 확보  |  자사가 보유한 VE Data 

Bank를 활용하여, 설계 및 시공단계별 차별화된 VE를 수행하여 

사업비 절감 및 생애주기 비용 절감을 위한 설계를 도출하고, 

시설물의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건설 IT 기술 활용  |  자사가 구축한 T-PMIS를 활용하여 

사업관리 정보 및 Know-how를 활용하여 사업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프로젝트 수행 성공사례를 적용함으로써 사업관리 

성과를 극대화합니다.

 통합조정자 역할 수행  |  사업 참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발주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통합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클레임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품질 보증 체계 확립  |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시설 특성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시설 성능을 극대화하고, 

사업진행 전 과정에 걸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최고의 시설을 

건립합니다.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  시설물의 Life Cycle(생애주기)을 

고려하여, 시설물 인수인계 후, 유지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과 방침을 수립,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시설의 경제적 

가치 향상을 도모합니다.

토펙엔지니어링의 전문화된 시스템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에 알맞은 최적의 

CM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자산과 미래의 가치를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사업 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설
계

매
구
약

계

공시

사
후
관
리

 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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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인가 

 
협력업체 선정계획 및 지원 

설계 진척단계별 마스터 스케쥴 검토

04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검토 

실시설계관리 검토 및 VE 시공사  
본계약 체결 지원 3단계 완료단계

07

사업 시행 인가 

 
사업시행계획서 검토 기본설계 검토 및 VE

05 이주/철거 
이주관리(이주계획 및 이주비 지급계획 검토) 
철거공사 감리

08

시공자 선정 

 
입찰안내서 작성 및 선정지원(제안서검토) 
가계약 체결지원

06 착공/ 분양/ 준공 
분양 전략 적정성 검토 

사업비관리/공정관리/ 품질관리/계약 및  
클레임 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09

입주/ 조합 청산/ 해산 
입주 지원, 인수인계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유지관리 교육

10

  2

단계 

사업시행단계

  3

단계 

관리처분단계

URBAN REGENERATION

토펙엔지니어링은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사업관리역량을 바탕으로, 

조합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사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기본 계획 

 
예비사업타당성 검토

01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사업추진 현황 분석

02

추진 위원회 구성 승인 

사업타당성 분석/사업일정계획 
 
계획설계 기획 및 검토

03

  1

단계 

사업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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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With excellent and well quali�ed engineers and architects, TOPEC has 
successfully completed various projects around world. Such as hospitals, 
schools, training centers and convention center in Africa, Middle east regions, 
South East Asia and South America. 

TOPEC has established overseas branch o�ce in Vietnam, where close 
cooperation is underway with local �rms in order to expand our PM/CM service 
in the region. As a major CM service provider to KOICA, we are currently working 
with them in the countries Nepal, Pakistan, Sri Lanka, Bangladesh, Uzbekistan, 
Jordan, Mongolia, Iraq, etc. 

OVERSEAS BUSINESS

토펙엔지니어링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한 건설사업관리 서비스,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벤째병원

Bangladesh

Vietnam

Cambodia

Laos

Nepal

Turkey

Iraq

Pakistan

 Ghana
 Ethiopia  Sri Lanka

 Myanmar
 Cambodia

 East Timor
 Bolivia

 El Salvador

 Dominican Republic
 Philippines

 Palestine
 Iraq

 Turkey

 Afghanistan

 Mongolia

 Pakistan  Nepal

 Laos
 Vietnam

 Bangladesh

 Nigeria

 Mauritania

 Russia

베트남 벤째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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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펙엔지니어링은 변화의 

밑거름은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널리 

전달하는 교육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H2M HILL은 1946년 미국 오리건주에서 설립된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회사로, 2013년 

미국 경제지 ‘포춘(Fortune)’에서 발표한 세계 100대 기업 중 여섯 번째로 선정되었습니다. 

토펙엔지니어링은 미국 CM(Construction Management) 업계 1위인 CH2M HILL과 

국내건축공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자 미군 해외기지 중 최대규모이전사업으로 평가받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YRP)’을 수행함으로써 토펙엔지니어링의 CM 기술력과 

국제적 위상을 높혔습니다. 

동두천 영상문화단지 토펙엔지니어링과 미국CM협회 업무협력 체결 엘살바도르 농업기술학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토펙엔지니어링은 미국에 위치한 세계적인 

건축설계회사 Parker Durrant International 

World Group Engineering과 동두천 
영상문화단지 계획 및 설계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국제적인 공신력을 획득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토펙엔지니어링은 미국CM협회(Construc-
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America) 및 한국CM협회(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Korea)와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CM 
역량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토펙엔지니어링은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원가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VE(Value Engineering)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국건설VE연구원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현장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전문가인 CMP 양성을 위해  

기술사회와 CM협회를 통한 외부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LEED 교육을  

시행하여 LEED 자격보유자를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건축시장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V.E 전문가교육 CM전문가 외부교육

토펙엔지니어링의 임직원들은 결연을 맺은 사회복지시설들에서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개 ·보수 등 토펙엔지니어링의 업무적 특성을 살린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GLOBAL ALLIANCE EDUCATION & CSR

미군기지이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YRP)

토펙엔지니어링은 다양성을 

토대로 열린 자세를 가지고 

글로벌 리더들과 기술제휴 및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기 서로 다른 

장점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완벽한 고객 

만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양성 교육

봉사활동

장학사업  /  재능기부  /  해외 사랑의 집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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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종합병원

물류센터

호텔/리조트

업무시설

해외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체육시설

주거시설(재개발/재건축)

공장/산업시설

초고층 건물

국방사업

P R O J E C T  

P O R T F O L I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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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 종합병원 부천 성모병원

경북대학교 임상실습동 충남대학교 재활병원 및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센터

남양주 한양종합병원 청주의료원

서울 의료원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서울 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 부산대학교 재활병원

MEDICAL FACILITIES  병원/종합병원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위 치 경남 양산시 물금읍

발주처 부산대학교병원

용 도 의료시설/병원

연면적 124,418.33m2

층 수 지하 2층, 지상 12층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위 치 대구시 달서구

발주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용 도 의료시설/종합병원

연면적 179,218.41m2

층 수 지하 5층, 지상 2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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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HUB  물류센터

한진 감만동 택배터미널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한진 제주 택배터미널

아이푸드 물류센터 푸드머스 양지 물류센터 평택 청북 물류센터

화성동탄 물류단지 A, B, C, D1, D2 블럭 위 치 화성시 동탄면                             

발주처 주)케이에코로지스         

용 도 물류센터, 냉동창고

연면적 872,270m2

층 수 지하 2층, 지상 4층

HOTEL / RESORT  호텔/리조트

여수 디오션 호텔 위 치 전남 여수시 소호동 

발주처 일상해양산업 주식회사 

용 도 숙박시설(호텔 & 컨벤션) 

연면적 82,318.68m2

층 수 지하 2층, 지상 17층

경주 현대호텔

제주 더 클리프호텔 제주 디아일랜드 블루레지던스 호텔

호텔

제주 해비치 리조트 콘도미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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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망관광단지 부영콘도 용평 리조트 유스호스텔 및 타워콘도

현대 성우리조트 강원랜드 콘도

신사동 도미인 프리미엄 호텔

서울 유리엔 호텔

동선동 베스트웨스턴 호텔

함덕 유탑 유블레스 호텔

속초 생활형 숙박시설 마리나베이

서귀포 라마다 앙코르 이스트 호텔 

강남 도미인 프리미엄 호텔

리조트 및 콘도

서울시 남부교육청 청사

OFFICE / COMMERCIAL BUILDING  업무시설

부산합동청사

정부 고양지방합동청사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극동방송사옥 위 치 서울시 마포구 

발주처 (재)극동방송

용 도 업무시설(방송국)

연면적 19,118.94m2

층 수 지하 4층, 지상 7층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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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 문화복지종합청사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부산 수영 세무서 청사

시흥세무서 청사 및 합숙소 

강서 주민센터

부천 오정경찰서

OFFICE / COMMERCIAL BUILDING  업무시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 용인시청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마산세무서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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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미디어프라자성남 아름방송 신축사옥

강남 더시그넘 하우스

NXC 센터

대구 남문시장 일원 주상복합

강남구 대치동 알파빌딩

시흥시 대야동 주상복합

이천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

가산동 DK타워

동대문 와이즈캐슬 부산 민락동 복합시설

신일산업 사옥 강서구 가양동 이마트 부지개발

여수 랜드마크 타워

민간

OVERSEAS FACILITIES  해외시설

네팔 트리부반대 ICT센터 필리핀 비사야스국립대학 볼리비아 오루로 병원

캄보디아 민간항공훈련센터 파키스탄 농축산기술역량강화센터 베트남 한국 대사관

스리랑카 함반토타 국제회의장 위 치 스리랑카       

발주처 KOICA

용 도 회의시설

연면적 16,024m2

규 모 1,5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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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ACILITIES  교육연구시설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관  강원대학교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 위 치 경기도 의왕시 삼동 

발주처 현대자동차

용 도 연구시설

연면적 129,261.16m2

층 수 지하 2층, 지상 22층 

대학교

서원대학교 종합관

초 ·중 ·고등학교

제주 한라대 금호 세계교육관 연수원서원대학교 글로벌센터(국제교류센터)

남양주 가운중학교남양주 오남고등학교 제주대 부설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대전 상대초등학교평촌 부림초등학교 의정부 민락고등학교

경기도 광주 매양중학교여수 경호초등학교 성북구 계성고등학교

서원대학교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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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축산기술연구소 청사 대한항공 운항훈련센터  광진구 정보 도서관

국립과학수산원 중앙내수면연구소 송도 아마다 코리아 에버리 CC 연수원

농업인종합교육문화센터 전북 무주군 태권도 공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신장서각 마곡이랜드 R&D 센터

공공/민간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국립생태원

CULTURE ASSEMBLY FACILITIES  문화집회시설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

NXC 컴퓨터박물관 위 치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발주처 (주)NXC

용 도 문화집회시설

연면적 8,431.14m2

층 수 지하 1층, 지상 4층

전남 화순 헬스케어연구소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국립부여박물관항공우주박물관 김만덕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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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블랙야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제주 뽀로로 테마파크

제주신화 역사 공원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일산 킨텍스제주 유휴시설문화 예술창작 공간

제주한라대학교 말산업 실습목장영주 한국문화 테마파크

RELIGIOUS FACILITIES  종교시설

청운교회 새 예배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문동 성당

개포동 교회

은평교회 비전센터

성경진리 사역원 교육관

신길교회 위 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

발주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길교회

용 도 종교시설

연면적 33,233.13m2

층 수 지하 6층, 지상 7층

원불교 자곡교당

기쁨의교회 세계선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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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FACILITIES  판매시설

부산 롯데백화점제주 감귤 농협 APC 센터성산포 수협 활어 위판장

롯데마트 화성점부산 센텀시티  롯데마트 구로점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위 치 경기도 여주시 

발주처 (주)신세계 사이먼 

용 도 판매시설

연면적 70,580.85m2 

층 수 지하 3층, 지상 4층

PHYSICAL TRAINING FACILITIES  체육시설

제주 복합체육관파주 스타벨리 G.C 여수 디오션 컨트리클럽

광주광역시 남구 다목적 체육관 제주 종합경기장 리노베이션 서귀포 다목적체육관

부천 오정 레포츠 센터 위 치 부천 오정구 오정동

발주처 부천시

용 도 운동시설(체육관)

연면적 9,792.17m2

층 수 지하 2층, 지상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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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주거시설 (재개발/재건축)

강동구 고덕동 고덕 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방배 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광명주공 7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 치 서울시 서초구

발주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708,765.50m2

층 수  지하 4층, 지상 35층,   
23개동 2,990세대

응암 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고덕 주공 1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방배 삼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울특별시

전라도

광양시 남해오네뜨아파트 여수웅천 아파트 군산시 지곡동 쌍용예가아파트 

경산시 압량면 우미린아파트 대구 달서구 월성동 협성휴포레아파트부산 민락동 해운대 포스코 아파트

경상도

화성시 반월동 대림e편한세상 위례신도시 자연앤자이 용인시 수지구 대림e편한세상 

위례신도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광주시 태전동 현대아파트 인천 송도 현대아파트

경기도

대전 도안신도시 우미린아파트 행복도시 한양아파트 대전 용문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충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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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FACILITIES  공장/산업시설 

(주)카길애그리퓨리나 
평택 ·당진공장 기능시설

위 치 충청남도 당진시

발주처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용 도 공장

연면적 37,264.85m2

층 수 지하 2층, 지상 10층 6개동 

신세계 인터코스 코리아송도 아이리스 코리아

영풍전자 신공장 인터플렉스 안산공장 제주 삼다수 공장

(주)원태다이캐스팅 김포양촌공장군산비축창고

(주)코리아냉장 일죽방초리 창고유한킴벌리(주) 충주공장

왕산 마리나 2단계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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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HIGHRISE BUILDING  초고층 건물 NATIONAL DEFENSE FACILITIES  국방사업

항공우주의학연구소육군훈련소 입소대대 제주 해군기지

진해 독신자숙소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국방조사본부 본청부산 우동 대우아파트 공군 대구병영시설대구 시지 코오롱 스카이뷰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위 치 충청남도 논산

발주처 국방부

용 도 군사시설

연면적 145,378m2

층 수 지하 1층, 지상 3층 

위 치 경기도 평택

발주처 국방부 주한 미군 기지이전 사업단

용 도 군사시설

현대자동차 부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발주처 현대자동차그룹

용 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913,955m2

층 수 지하 7층, 지상 10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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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opec.co.kr

토펙엔지니어링

063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29, 

토펙빌딩   

TEL. 070–7609–4000   

토펙건축사사무소

063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0길 14, 

3층 (도곡동, 로또빌딩) 

TEL. 070–7609–4351

OO부대 보령

보급대 창고OO부대 분청

5군지여단제주 소방헬기 격납고

공군사관학교 성당 전투력 복원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