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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인사


 

저희 ㈜GIP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건설과 개발을
주제로 근본적인 연구와 실천을 통해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저희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반적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과정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발전적인 제안을 통하여
사업의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 │ ㈜ G I P 종 합 건 설
건축설계 │ ㈜ GIP건축사사무소
인테리어 │ ㈜ G I P 디 자 인
개발사업 │ ㈜ G I P 이 앤 씨

지명원

                

금번 귀사의
업무를 진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명원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시어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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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회사가 보유한 단지 및 건물 설계 기술,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시공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단지, 맞춤형주택,
디자인 건축물, 상업용 인테리어 등에 대한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축 그룹

GIP is concentrated on eco village planning, sustainable housing and energy saving house with
modern stylish interior. GIP proceeds design and development of eco villages and energy saving
houses with high qualitied constructing technology and stylish modern architectural design skill.
Now, GIP has total eco development management(EDM) system witch is merge to all process for
eco development(research, design, construction & supervision).

회사연혁

2002

일본의 환경친화주택

2003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생태적 실내환경 자동조절 시스템 개발

2004

한국의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발 연구(국토해양부)
환경친화UT HOME/BUILDING 구축 기술 개발(정보통신부)
김포생태시범단지계획, 친수환경 생태주거단지(MA, LH공사)
은평뉴타운 기본계획(SH공사)
마당형 생태발코니 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
유럽의 환경친화주택

2005

진잠천 자연형 하천조성 기본계획
환경친화 유비쿼터스 홈(SMART GREEN HOME) 설계(정보통신부)
저에너지 공동주택설계를 위한 구조체 및 디자인

2006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생태적 실내환경 자동조절 시스템 개발
세계의 지속가능한 도시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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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공학기술연구단 ERC(Engineering Research Center) 산하 지속가능한 도시건축연구소를 전신으로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부, LH,
경기도시 공사 등 국가기관과 함께 생태도시, 생태주거단지의 설계 및 계획 기준마련, 건물의 에너지절감 요소기술, 패시브 하우스 등의 실증적
연구를 10년 이상 수행한 연구진들을 주축으로 국내 친환경 주거단지 및 저에너지 주택 보급을 목표로 2011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Green Innovative Proposal Inc.(GIP) has originated in ESSA(Environmentally sustainable & sound Architecture) lab which is in group of
Korean government affiliated Research Center (ERC: Engineering Research Center) and is a National Research Laboratory.
We have researched designed lots of eco city, village and energy saving buildings also, have developed many of eco technology and
systems of eco village and housing with a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 We have founded GIP based on all of these
researches.

2007

파주신도시 환경친화 경관형성계획

2008

3Z(ZERO)-HOUSE(LIVING MACHINE) 개발 연구
수직농장개발을 위한 생태 건축시스템 연구
생태도시 생태주거 (문체부 선정도서 100)

2009

용인 김량장동 생태단지계획설계(민간)
저탄소 녹색성장형 농어촌주택 설계(농어촌연구원)
농어촌 저에너지 친환경 표준주택 개발
저탄소 녹색 성장형 농촌주택 모형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U-BIO-SHADING 개발 연구

2010

이천 생태주거단지 계획 및 생태주거 시스템 적용(민간)
통합경관디자인가이드라인
금산 꿈이 빚은 생태 패시브하우스 설계(민간)
금산 꿈이 빚은 생태-패시브하우스
U-BIO-WATER CIRCULATION 시스템 개발 연구
미국의 그린빌딩

2011

GIP ARCHITECTURE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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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주) GIP종합건설

(주) GIP이앤씨

 

에코셀 친환경건축
저에너지·패시브하우스

건축
공사

사업기획, PM
토지매입 / 매각
대지조성, 부동산투자

운영
관리

주거 상가 임대/분양
호텔/리조트/풀빌라
아웃도어스테이/
특화테마시설

단독주택/단지,
다세대/다가구
공동주택/오피스텔
상업시설/숙박시설

(주) GIP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디자인
용역

마스터플랜

(주) GIP디자인

인테리어

컨설팅

주거 단지

주거시설
상업시설

인허가
감리

단독 및 복합 주택

개발
사업

리모델링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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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조직

호텔/리조트



컨설팅

금융ㆍ세무

상품기획
운영관리

분양ㆍ홍보

고객지원

주거연구
부동산

마케팅

A/S 협력

개발사업
본부

플랫폼

현장관리

건설
본부
건축시공

디자인
본부

구조설계

시공협력
토목설계

건축설계

지역시공사

3D/도면

인테리어
주방
지역건축사

스타일링

가구
소품

상업/테마시설

호텔/리조트/아웃도어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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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임원

RENOVATIVE EXPERT GROUP
대표이사 이하 건축직의 전직원이 건축학과 전공자로써 관련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연구진 , 패시브 설계기술사 등의 인력보유로 혁신성을 추구하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특허 개발, 실증사례 마련을 통해 끊임없이 노하우를 축적하여 관련분야에서 독과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As a leading group in architectural culture, GIP will commit on social responsibilities, and keep our
promises to clients doing incessant self-development and execution of successful business.

홍진성 대표이사

Jin-Sung Hong

CEO

이장욱 대표이사

Jang-Ook Rhee

CEO

1996 - 2000 충청대학교 실내건축과

1996 - 2002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2001 - 2003 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2006 - 2009 아주대학교 건축대학원

2003 - 2005 아주대학교 건축대학원(석사)

2011 -

㈜ GIP ARCHITECTURE

2005 - 2010 아주대학교 건축대학원(박사)
2008 - 2009 중앙일보 부동산 아카데미 수료

주요프로젝트

2009 - 2010 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설계수업

과천 고리집

2003 - 2010 지속가능한 도시건축연구소,

속초 Happy owl house

ERC 녹색도시 녹색교통
2011 -

오산 magnolia

㈜ GIP ARCHITECTURE

용인 The arena

2013 - 2014 충청대학 실내건축 강의

판교 warm curve
판교 zen style
화성 long arm

주요프로젝트

이상근 이사

이천 물이 빚은 생태주거단지 기획

이천 물이 빚은 단지

용인시 김량장동 생태주거단지 기획

청주 Lake hill

U-Bio-Water Circulation 시스템 개발 연구

제주 BLUE WHALE

저탄소주택 실현을 위한 Eco Envelope 개발 연구

기아 에코셀 빌리지 향남

3Z(Zero)-House(Living Machine) 개발 연구

기아 에코셀 빌리지 안중

Sang-Geun Lee

김민석 본부장

Min-Seok Kim

1996 - 2002 ㈜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2000 - 2006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2003 - 2005 ㈜ 예공포럼건축사사무소

2006 - 2008 아주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

2006 - 2013 ㈜ 우남건설 설계실

2008 - 2010 아주대학교 건축대학원 (박사)

2014

㈜ 신한 건축사업본부

2011 - 2015 ㈜ GIP ARCHITECTURE

2015 -

㈜ GIP ARCHITECTURE

2015 - 2018 ㈜ LG하우시스 경영전략본부

Certified Passive house Designer

2018 - 2019 ㈜ LG하우시스 신사업개발팀

(독일 Passivehaus Insutitut)

2019 -

㈜ GIP ARCHITECTURE
Certified Passive house Designer
(독일 Passivehaus Insutitut)

주요프로젝트
주요프로젝트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 연구

안성 윈체스트 G.C CLUB HOUSE

농어촌형 그린홈 표준모델 개발 연구

서산 윈체스트 G.C CLUB HOUSE

문경시 생태건축 실험단지 개발

서산 W1 HOTEL

에코셀(친환경구조단열패널) 특허 4건

우남 MAISON VOULOIR

에코셀공법적용주택(에코셀홈) 설계 및 시공관리

우남 First Vill APARTMENT

한국형 모듈러 주택개발 (일본 SEKISUI HEIM J/V)

High Speed Railroad Gwang-Myeong Station

중목구조형 저에너지주택 설계 및 시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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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이사

Jung-Min Kim

최두영 이사

Doo-Young Choi

1996 - 2000 ㈜ 위드건설

1998 - 2004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2000 - 2007 아시아인서울 ㈜

2005 - 2006 ㈜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인

2007 - 2010 가원건축

2011 - 2017 ㈜ GIP ARCHITECTURE

2010 - 2011 범진종합건설 ㈜

2017 - 2018 ㈜ GIP E&C

2011 - 2016 프리렌서 건축

2019 -

㈜ GIP 종합건설

2016 - 2019 ㈜ GIP ARCHITECTURE
2019 -

㈜ GIP 종합건설

주요프로젝트

주요프로젝트

양재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양재동 나우동인 설계사무소

용인 고기리 전원주택 신축공사

사옥 신축공사 공사관리

새한건설 구의동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외 다수
수원시 서프라이즈 고시원외 4개동

광교 패시브하우스 신축공사 공사관리

수원시 원천동 29-96,97,98외 6개동 단지개발
과천시 과천동 189-15 근린생활시설외3개동

KIA자동차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공사관리

과천시 과천동 369-1 엘올리브 스페인레스토랑
강남구 도곡동 456-7 근린생활시설

판교 WARM CURVE 공사외

과천시 문원동 364-1 다세대주택

디자인주택 40개 현장 공사관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45-6 도시형생활주택
과천시 과천동 513-9 다가구주택 外 다수

미사 THE CORNER 공사외

판교 단독주택 (MLNP,경영위치外다수)

상가주택 20개 현장 공사관리

동탄산업단지 상가주택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다가구 주택

장성빈 이사

Sung-Vin Jang

전범수 소장

Beom-Soo Jeon

1996 - 1997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006 - 2013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2001 - 2003 태산개발 개발사업부

2013 -

㈜ GIP ARCHITECTURE

2003 - 2004 HSBC은행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2005 - 2008 ㈜ 로얄엘앤피 개발사업부

Architect (건축사 자격취득)

2005 - 2008 ㈜ SJD홀딩스
2015 - 2018 ㈜ 도암엔지니어링
2018 - 2019 ㈜ 토스카나
2019 -

㈜ GIP ARCHITECTURE

주요프로젝트

주요프로젝트

광교 White Stone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단

동탄 Hands Hold

경기도 광주시 아파트 620세대 개발

미사 Ye House

완도 명사십리 오토캠핑장

속초 Happy Owl house

제주 서귀포시 오토캠핑장 개발

수원 White Curve

제주 한림읍/성산읍 공동주택 개발

아산 Red Yacht

제주 구좌읍 월정 테마상가 개발

오산 Magnolia

제주 한림읍 신창리 타운하우스 개발

원주 해담채(검은벽돌)

제주 애월읍 타운하우스 개발

종로 Crocodile

제주 토스카나호텔 2차부지 개발 기획

판교 Warm Curve

제주 구좌읍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개발
제주 서귀포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개발

청주 lake hill

제주 애월읍 대림목장 태양광 프로젝트

제주 Blue Whale

다수 연예인 및 공인 전원주택 건축 및 개발

제주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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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세증명서

건설업등록증

지방세증명서

건설업수첩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건설공제조합

사용인감증명서

주택건설대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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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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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기술자보유현황
특허


주요수상실적
 

기술자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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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등록1 : (등록번호 제 10-0994783호) 생태재료를 활용한 조립식 생태건축용 단위패널 및 이에 의한 생태건축물
특허등록2 : (등록번호 제 10-1021605호) 생태패널에 의한 커튼월 외벽구조 및 이를 적용한 생태건축물의 지붕구조
특허등록3 : (등록번호 제 10-1146243호) 열교현상 억제를 위한 개량형 생태건축용 단위패널과 이의 제작방법,
그리고 그 단위패널을 이용한 생태건축물
특허등록4 : (등록번호 제 10-1432702호) 실내 습기조절이 가능한 개량형 생태구조단열패널 및 이를 이용한 생태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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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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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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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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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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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요 실적
 

2019

운중동 상가주택
천안 신부동 상가주택
서울 양재동 사옥
성남 창곡동 주택
성남 고등지구 상가주택 01
성남 고등지구 상가주택 02
화성 청계동 주택 01
성남 고등지구 상가주택 03
화성 청계동 주택 02

2018

WHITE L, 용인 보정동 주택
판교 PBW, 성남 판교동 주택
화성 제부리 주택
VILLA GRAYNEE, 남양주 내방리 단지
HANDS HOLD, 화성 동탄 상가주택
천안 유량동 상가주택
남양주 다산지구 상가주택
YE HOUSE, 하남 미사 상가주택
제주 토스카나호텔 리모델링
제주 토스카나호텔 2차 사업부지 개발

2017

CASTLE NERO, 수원 서둔동 주택
CASTLE BROWN, 화성 동탄 상가주택
WHITE TIARA, 하남 미사 상가주택
RED BRICK, 용인 상현동 주택
HAPPY DINNER, 용인 상현동 주택
서울 진관동 주택 01
서울 진관동 주택 02
그러므로, 제주 노형동 카페
RED YACHT, 아산 매곡리 주택
위례 SYH, 성남 위례 주택
평택 송담리 주택
ZENGA, 남양주 다산지구 주택
고양시 덕은동 주택
제주 제주시 월정리 1,2차 테마상가 개발
제주 제주시 대림리 위듀파크 32세대 개발
제주 강정동 오피스텔/다세대 28세대 개발

2016

부산 용당동 리모델링
CRUM&CRUST, 하남 미사 상가주택
베베드봉봉, 경기광주 대쌍령리 상가주택
현백담, 양평 회현리 주택
하남 미사 주택
WHITE BIRCH, 용인 상현동 주택
OPNER, 서울 봉천동 주택
THE BUCKLE, 하남 미사 상가주택
화성 동탄 주택
하남 미사 주택
SHARE L EYE, 용인 중동 듀플렉스
BRIDGE, 은평 뉴타운 주택
THE ARENA, 용인 고기동 주택
삼목헌, 수원 이의동 주택
LAPUTA, 용인 영덕동 주택
SIMPLE, 성남 판교동 주택
KITCHEN WING, 흥덕 영덕동 주택
GIP&SIE 02, 용인 사암리 주택
THE CAMERA, 용인 상현동 듀플렉스
WHITE YACHT, 화성 동탄 상가주택
제주 하원동 도시형생활주택 65세대 개발
제주 신창리 타운하우스 27세대+상가 개발
제주 신산리 32세대 공동주택 개발

2015

WHITE STONE, 용인 상현동 주택
GIP&시형, 고양시 지축동 주택
프로방스 01, 이천 갈산동 주택
HUG HOUSE, 고양 덕이동 상가주택
검은벽돌, 원주 반곡동 주택
happy owl house, 속초 노학동 주택
WhiteCurve, 수원 이목동 주택
grand piano, 하남 미사지구 상가주택
Magnolia, 오산 외삼미동 주택
CAMELEON, 진주 충무공동 주택
ROASTERS, 안성 칠곡리 카페
GIP&SIE 01, 용인 상현동 주택
전라남도 완도군 캠프파라다이스 오토캠핑장
제주도 캠파제주 카라반오토캠핑장

GIP 지명원 2020

2014

제주 영어도시 주택
BIOVULAR TWIN, 성남 판교동 듀플렉스
VILLA L, 양평 공세리 주택
용인 보정동 주택
천안 유량동 주택
LINE VILLA 30, 경주 하구리 주택
무거정, 서울 부암동 주택
중목구조, 성남 판교동 주택
GIP&김개천, 양평 아신리 주택
GIP&경영위치, 성남 판교동 주택
고리집, 과천 과천동 듀플렉스
ONE ROOF HOUSE, 성남 판교동 주택
THE HORN, 서울 정릉동 주택
용인 역북 우남퍼스트빌 계획
강원도 원주시 섬강두꺼비 오토캠핑장

2013

수원 광교투섬노콘 상가주택
세종 듀플렉스
청람재, 오산 세교 주택
ARARIUM, 제주 아라이동 주택
BIWOO MANSION, 용인 남동 주택
L-RED BRICK, 용인 고기동 주택
아선재, 양평 서후리 주택
WARM CURVE, 성남 운중동 주택
WHITE WHALE, 용인 영덕동 주택
고양 삼송 우남퍼스트빌 계획
경기도 광주시 620세대 아파트 개발
경기도 의정부역 테마상가

2012

WHITE L, 수원 광교 상가주택1차
SUNKEN, 수원 광교 상가주택2차
수원 광교 상가주택3차
LONG ARM, 화성 기천리 주택
ORANGE ROCKET, 화성 동탄 듀플렉스
성남 판교동 486-7 주택
네모네모, 성남 판교 주택
HILLFARM VILLA, 문경 각서리 주택
FLOATING ISLAND, 용인 영덕동 주택
ZEN STYLE, 용인 영덕동 주택
LIGHT WELL, 성남 운중동 주택
경기도 장흥 신도브레뉴 아파트 개발
경기도 양주시 빌라 60세대

2011

예나네, 성남 운중동 주택
형제의 꿈, 성남 도촌동 주택

2010
2009
2008
2007
2007
2006
2005
2004
2004

평택신도시 통합경관디자인가이드라인
동탄2신도시 경관계획
광교신도시 도시기본계획 참여
파주신도시 환경친화 경관형성계획
시화신도시 도시기본계획 참여
검단신도시 생태적 개발방안계획
김포신도시 도시기본계획 참여
은평뉴타운 기본계획
김포신도시 생태시범단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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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P고덕지사
서울특별시 아리수로76길 17
(주)GIP고덕지사

GIP디자인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4길 25
(주)GIP디자인본부

GIP본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401호 (주)GIP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