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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management provides comprehensive services from planning 

phase of a project to design,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phase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business. typically, 70~80% of design & construction 

cost is already determined at an early phase of a project.  this is why Cm 

involvement in the initial phase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maximize 

business profit.

건설사업관리는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까지 

건설사업 분야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진행 시 설계 및 공사비의 70~80%는

사업초기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므로 사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사업초기부터 

Cm을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CONSULTING
컨설팅

ARCHITECTURAL DESIGN
건축설계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

CONSTRUCTION SUPERVISION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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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Management of Industrial Plant

Remodeling

VE (Value Engineering)

국내/외 산업 플랜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

리모델링 사업 

가치창조

•  Declaration of building factory & Lease contract
•  Legal Permits and Regulation Review
•  global Branches : China, india, vietnam, usa, Czech

Remodeling is a way of revitalizing an outdated building through repairing, extending, or rebuilding depends 
on its condition. it extends life of the building and increases the value of it through improvement of function 
and appearance. 

the goal of ve is to increase the investment effects as much as possible. optimal cost can be estimated by 
applying various alternatives as described below.

ve의 목표는 비용의 투자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으로 아래의 여러가지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적의 비용 산출로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  Finding the best alternatives to reduce cost and to improve construction quality. 
•  improving constructability or finding a suitable construction method as per each project.
•  shortening construction period, or improving areas of weakness in design phase. 
•  Derived design improvements for the entire disciplines.
•  maximizing profits by applying new technologies, construction methods, and materials.

•  공장 설립 신고 및 공단 입주 계약

•  인허가 및 관련 법규 검토

•  당사 해외 법인 현황 : 중국, 인도, 베트남, 미국, 체코

•  원가절감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최적의 대안 발굴 

•  시공성 개선 또는 공사비 절감을 위한 시공 공법 발굴 

•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설계단계의 취약분야 설계 개선  

•  전 공종에 대한 설계 개선안 도출

•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 적용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

•  건물이 노후화되고 불편한 기존 건물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경우나 어떠한 특정 상황으로 보완 또는 변경이 요구되는 때에 

   증/개축, 대수선 등을 통하여 수명 연장과 함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  건물의 기능, 경제, 조형적인 면을 개선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최고의 가치 창출을 추구합니다.

CONSULTING ARCHITECTURAL DESIGN
컨설팅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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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 of Client’s Requirement 
•  site analysis & Regulation check
•  Feasibility study
•  Construction Cost estimation
•  issue of Drawings and Documents

•  analysis of Client’s Requirement
•  establishment of Design Concept
•  architectural Planning
•  Review of engineering system
•  issue of Drawings and Documents

•  analysis of Client’s Requirement
•  Review of the schematic Design
•  Design Development
•  engineering system Planning
•  Design Confirmation
•  issue of Drawings and Documents

• Analysis of Client’s Requirement
• Review of Drawings and Documents
• Final decision making with Client
• Architectural, Engineering Documentation
• Building Permit 
• Cost Estimation & Documentation of Specification
• Issue of Construction Drawings and Documents

•  건축주 요구사항 분석

•  대지 분석 및 법규 분석 

•  타당성 분석

•  추정공사비 산출

•  기획설계 성과품 제출 

•  건축주 요구사항 분석

•  디자인 개념 설정

•  건축계획안 작성

•  엔지니어링 시스템 검토 

•  설계도서 작성

•  건축주 요구사항 분석

•  계획설계 도서 검토

•  디자인 발전

•  엔지니어링 시스템 계획 

•  건축주 협의 결정

•  설계도서 작성 

•  건축주 요구사항 분석

•  기본설계 도서 검토

•  건축주 협의 및 결정

•  건축 및 엔지니어링 도서 작성

•  건축 인허가

•  공사비 내역서 및 시방서 작성

•  성과품 제출

Schematic 
Design

Design 
Development

Construction 
Documents

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Pr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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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의 관련규정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품질

관리 및 안전관리 등 건설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현행 법규의 감리업무에 maP gRouP은

특화된 Cm 기술력을 더함으로써 “최고 품질의 명품”을 만들겠습니다.

supervisor is in charge of competing quality inspection including relative regulations check, such 

as design drawings and specifications ,and  supervision work including schedule control, quality 

management, and safety management. maP gRouP will create “the first class Cm service” with 

specialized construction management technology abided by current law.  

CONSTRUCTION MANAGEMENT CONSTRUCTION SUPERVISION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  analysis of Client’s Requirement 
•  site analysis & Regulation check
•  Feasibility study
•  Construction Cost estimation
•  Project master schedule

•  Final Reports
•  Review of operation, 
   maintenance procedure & manual

•  Design management
•  value engineering
•  Constructability Review
•  support the Contract  with Construction
    Firm Contract

•  Prequalification
•  itB management
•  site explanation
•  Review of Bidding Packages
•  supporting for the Contractor selection

•  Change order & Budget management 
•  schedule management
•  Cost management
•  Quality Control
•  safety Control

•  건축주 요구사항 분석

•  대지 분석 및 법규 분석 

•  타당성 분석

•  추정공사비 산출

•  사업일정 계획 

•  사업 최종보고서 작성

•  유지관리 절차서 및 매뉴얼 검토

•  설계관리

•  원가절감 검토(ve)

•  시공성 검토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지원업무 

•  시공자 PQ 심사 

•  입찰 공고 및 입찰 유의서 작성

•  현장 설명회 실시

•  입찰서류 검토

•  시공자 선정 지원

•  설계 변경 및 예산 관리 

•  공사일정 관리 

•  공사비 관리 

•  품질 관리 

•  안전 관리

Design
Phase

Procurement
Phase

Construction
Phase

기획 단계

설계 단계

구매 단계

시공 단계

Pre-Design
Phase

Post-Construction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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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단계

•  Review of the Design Packages
•  Construction Permits
•  meeting with Project stakeholders 
•  Kick off meeting

•  Review of Construction Plan
•  Review of shop Drawings
•  Quality Control
•  Change order management
•  time management
•  safety management
•  environment management
•  Construction Progress Control
•  Completion  inspection

•  Handover Plan
•  Handover of Facilities
•  Handover of site Documents
•  o&m manuals

•  설계도서 검토

•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이해관계자 합동회의 

•  킥 오프 미팅

•  시공계획 검토

•  시공상세도 검토 

•  품질관리

•  설계변경 검토

•  공정관리 

•  안전관리 

•  환경관리

•  기성관리

•  준공검사

•  인수인계 계획 수립

•  시설물 인수인계

•  현장문서 인수인계 

•  유지관리 지침서

01 02 03

Start
Phase

Construction
Phase

Completion
Phase

착수 단계 시공 단계 준공 단계

maP gRouP은 기획, 설계, 구매,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사업 전 과정에서 원가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링, 건설관리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기술지원으로 건설사업의 완성도 및 품질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maP gRouP is maximizing project quality near perfection through comprehensive technical 

service covering entire project phases including, planning, design,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n the basis of professional Cm technologies in cost, time, and quality management 

and various experience in engineering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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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STATUS
면허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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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PROJECTS
주요 수행 프로젝트

oveR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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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oject Name Client Description Gross Floor Area

1 롯데제과 델리 공장 신축공사 롯데제과(주) 2014.07 - 2015.05 23,828㎡

2 뭄바이 현대모비스 PDC 창고 신축공사 현대모비스(주) 2014.03 - 2015.07 12,815㎡

3 인도 HMI 엔진공장 건축감리 현대자동차(주) 2012.06 - 2013.01 37,602㎡

4 인도 HMI 프레스공장 건축감리 현대자동차(주) 2012.02 - 2012.10 1,440㎡

5 발레오 인도 공장 신축공사 발레오 인디아 2012.01 - 2012.01 19,394㎡

6 현대글로비스 인디아 CFS & CKD 현대글로비스 인디아 2009.04 - 2010.05 5,819㎡

7 KCC 인도 공장 KCC(주) 2007.07 - 2007.10 23,828㎡

8 현대자동차 인도 2공장 현대자동차 2007.06 - 2008.10 239,947㎡

9 대림산업 인도공장 대림산업 2007.04 - 2007.10 9,300㎡

10 현대모비스 인도 첸나이 공장 현대모비스 2006.12 - 2007.06 85,050㎡

11 현대하이스코 인도 첸나이 공장 현대하이스코 2006.12 - 2007.06 16,802㎡

12 평화산업 인도 첸나이 공장 평화산업 2006.06 - 2007.04 22,134㎡

13 태창 평화정공 신축공사 태창평화정공 2014.06 - 2015.12 31,628㎡

15 동풍열달(DYK) 제3공장 신축공사 동풍열달(DYK) 기아차 2012.05 - 2014.06 334,788㎡

16 삼하세원 톈진 공장 세원 2009.09 - 2010.01 23,992㎡

17 한진해운 화물터미널 대한항공 2009.05 - 2011.01 34,640㎡

18 대풍 명진테크 명진테크 2008.06 - 2010.05 1,136,795㎡

19 북경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2006.01 - 2008.08 334,788㎡

20 동풍열달(DYK) 제2공장 신축공사 동풍열달(DYK) 기아차 2006.01 - 2007.08 334,788㎡

No. Project Name Client Description Gross Floor Area

36 글로비스 아산 KD센터 설계 및 감리용역 글로비스(주) 2010.04 - 2011.01 37,102㎡

37 바텍 동탄공장 설계 및 감리용역 (주)바텍 2010.04 - 0211.07 12,612㎡

38 대진DMP 천안 공장 증축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대진DMP(주) 2010.03 - 2010.08 12,960㎡

39 희성피엠텍 당진 공장 설계 및 감리용역 희성피엠텍(주) 2010.02 - 2011.05 12,298㎡

40 사천 이마트 신축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주)신세계 이마트부문 2010.02 - 2011.02 15,103㎡

41 AVK PDI CM 감리용역  AVK 코리아(주) 2010.01 - 2011.08 22,281㎡

42 누우엔진 AL블럭소재공장 신축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기아자동차(주) 2010.01 - 2010.12 92,086㎡

43 현대자동차 시화 출하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 현대자동차(주) 2009.11 - 2010.07 4,377㎡

44 기아자동차 광주 2공장 의장증축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기아자동차(주) 2009.10 - 2010.01 14,646㎡

45 희성촉매 연구소 증축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희성촉매(주) 2009.08 - 2010.06 20,078㎡

46 울산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현대자동차(주) 2008.10 - 2009.08 11,520㎡

47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책임감리 현대제철(주) 2008.04 - 2010.09 329,426㎡

DomestiC

No. Project Name Client Description Gross Floor Area

1 현대하이스코 중부공장 B동 신축공사 현대하이스코(주) 2015.02 - 2015.12 43,627㎡

2 현대글로비스 철강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대글로비스(주) 2015.01 - 2015.07 16,681㎡

3 두산중공업 창원공장 신축공사 두산중공업(주) 2014.11 - 2015.03 6,000㎡

4 현대파텍스 금형 보관장 신축공사 현대파텍스(주) 2014.09 - 2015.06 15,459㎡

5 두산중공업 창원 공장 신축공사 두산중공업(주) 2014.08 - 2016.02 17,640㎡

6 천안 IP 증축공사 감리용역 현대모비스(주) 2014.08 - 2015.10 10,758㎡

7 포승 MDPS 증축공사 감리용역 현대모비스(주) 2014.07 - 2015.07 10,989㎡

8 충주 HL그린파워 신축공사 감리용역 그린파워(주) 2014.04 - 2014.11 20,670㎡

9 현대하이스코 중부공장 A동 신축공사 현대하이스코(주) 2014.03 - 2015.01 43,496㎡

10 모비스 진주 부품창고 신축공사 감리용역 현대모비스(주) 2013.10 - 2014.09 15,284㎡

11 인팩일렉스 신축공사 감리용역 인팩일랙스(주) 2013.09 - 2014.10 24,518㎡

12 이녹스 아산공장 신축공사 이녹스(주) 2013.08 - 2014.08 29,859㎡

13 기아자동차 서산 출하장 기아자동차(주) 2013.05 - 2013.09 1,739㎡

14 넥센타이어 창녕 공장 감리용역 넥센타이어(주) 2013.04 - 2014.03 114,064㎡

15 현대다이모스 신변속기 공장 신축공사 현대다이모스(주) 2013.01 - 2013.10 36,360㎡

16 현대글로비스 당진 영업소 감리용역 현대글로비스(주) 2012.12 -2013.04 3,769㎡

17 니프코코리아 아산 신공장 신축공사 (주)니프코코리아 2012.11 - 2013.11 42,170㎡

18 기아자동차 청주 서비스센타 기아자동차(주) 2012.11 - 2013.05 9,439㎡

19 기아자동차 광주 1공장 증량 시설공사 기아자동차(주) 2012.11 - 2013.04 6,798㎡

20 A  -  320 Wing Bottom Panel 신축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주) 2012.07 - 2013.05 31,000㎡

21 대림씨엔에스 군산 공장 신축공사 대림씨엔에스(주) 2012.06 - 2013.06 44,393㎡

22 기아자동차 광주 기숙사 신축공사 기아자동차(주) 2012.04 - 2013.05 15,846㎡

23 서산 현대파워텍 기숙사 신축공사 현대파워텍(주) 2012.03 - 2013.07 16,892㎡

24 서산 현대파텍스 시운전 공장 서산 파텍스(주) 2012.01 - 2012.09 6,946㎡

25 기아자동차 광주 2공장 2단계 증설공사 기아자동차(주) 2012.01 - 2012.08 23,444㎡

26 음성 종합식품센터 신축공사 신세계푸드(주) 2011.11 - 2012.07 12,954㎡

27 현대제철 본관 신축공사 현대제철(주) 2011.10 - 2012.08 10,443㎡

28 한국 ADO DCO2 건설공사 AGC Display Glass 오창(주) 2011.08 - 2012.04 47,268㎡

29 마북 전장연구소 신축공사 현대모비스(주) 2011.06 - 2012.08 34,045㎡

30 GS EPS 부곡복합3호기 발전소 책임감리 GS EPS(주) 2011.05 - 2013.10 34,676㎡

31 현대파워텍 CVT자동변속기 공장 현대파워텍(주) 2010.11 - 2011.10 29,602㎡

32 한국보그워너티에스 공장 증축공사  보그워너(주) 2010.08 - 2011.01

33 남양주 별내 수질복원센터 LH공사 2010.07 - 2011.05 3,009㎡

34 기아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 신축공사 기아자동차(주) 2010.05 - 2012.02 10,770㎡

35 충주 희성 소재공장 희성소재(주) 2010.05 - 2011.03 75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