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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프롤로그

대상지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 한 빈 땅이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세월이 지층처럼 켜를 이루고

사람의 먼 흔적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조경디자인 린 은 ' ' 

땅과 그 이면에 숨겨진 가치를 찾으려 애쓰며

이 땅에 스며있는 자연 전통과 문화를 , 

겸손한 마음으로 닮으려 하는

젊지만 결코 경솔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자 합니다.

조경디자인린 주( )

We think through to look over a ground.

Though a ground looks like there is nothing to have

but if it looked over minutely,

we could find out there are the layers of countless time and 

the silent vestiges of the former generation.

LHYn,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 company, 

We all endeavor to discover the veiled value of a site as 

well as nature, tradition and culture which have been 

permeated into the site and try to respect and understand 

them with a modest attitude.

Constantly we hope to be young and enthusiastic designer's 

group without imprudence.

LHYn, Inc.



Work Scope 업무수행영역

조경계획 설계 및 감리/ 

정원 공원 설계 및 감리/ 

리조트 단지 설계 및 감리/ 

주거 단지 및 캠퍼스계획 및 설계

자연 생태 보전 개발 계획 설계/∙

도시 환경 정비 개발 계획 설계/∙

골프장 조경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물 부대 조경 설계

골프코스 조경설계 및 감리

조경관련 사업컨설팅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조경 사업 관련 컨설팅

조경시공 및 감리

플로리스트 스쿨 운영(Bliss & Bloom) 

플라워 디자인 주문 제작 설치,

이벤트 디스플레이 및 데코레이션

플라워아트 기획 및 시공

정원 전원주택 전원단지 및 외부공간 책임시공 감리, , ∙

실내조경 옥상조경 특화시공 및 감리, 

환경조형물 제작 설치, 

실내외 플라워 아트 디스플레이 영역, 



대표이사
CEO

기획설계
Concept/Planning

개발계획컨설팅
턴키 및 현상설계
외부공간 특화계획
기본계획
플라워아트 기획

조경설계
Landscape Design

실내 외 공간디자인/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내역 및 원가검토
외부공간 제품디자인

플라워 아트
Flower Art

플라워아트스클(Bless&Bloom)
가든플라워
이벤트데코레이션
가든플라워 시공

시공 관리/
Construct/Management

조경시공계획 
조경공사 감리/
공사외주 제품관리/
조경관리

Organization 조직 



History 회사연혁
2005. 9. 23

린 조경설계 설립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하은빌 호516-5 201

2006. 3. 07

조경디자인린 주 설립( ) 

대표이사 이재연 황란 윤영조, , 

2006. 3. 10

신사동 번지로 사무실 확장 이전558-4

2006. 5. 16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제 호10-2379

2007. 2. 01

수서동 번지 미씨 제 스튜디오 오픈725 2000 2

2009. 4. 30

대표이사 이재연 윤영조, 

2010. 3. 10

신사동 스튜디오 확장

2011. 11. 22

엔지니어링사업자 제 호E-9-2379

2014. 10. 01

대표이사 이재연

조경디자인린 주(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삼원빌딩 호135-890 586-12 501

TEL 02-516-4222

FAX 02-516-4395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국제현상설계 당선( )

화성 동탄 크린에너지 시설공사 기본설계 위 당선TK (1 )

양양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기본설계 위 당선TK (1 )

평택 농협문서고  기본설계 위 당선TK (1 )

전북 전주 전라중 외 개교 기본설계 당선6 BTL ( )

용인 군관사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 당선BTL( ) ( )

제주 혁신도시 현상설계 당선( )

서울시 노인전문병원 현상설계 당선( )

의정부 민락 지구 현상설계 당선2 ( )

평택 이충고 외 개교 사업 기본설계 당선 3 BTL ( )

경인운하 공구 기본설계 당선1 T/K ( )

김포한강신도시 설계 위 당선TK (1 )

연천군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자 선정 당선( )

부산 벡스코 시설확충사업 설계 위 당선TK (1 )

중앙대학교 정문지역 리뉴얼 제안공모 당선( )

백학관광유원지 지명현상공모 당선( )

부산 사상로 명품가로 현상공모 가작( )

중국 강음 국제호텔 리조트 건립 현상공모 당선& ( )

연합뉴스 신사옥 건립 현상공모 당선( )

광교신도시 블럭 지명현상공모 당선A-31 ( )

화선대 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수상2011

베트남 하노이 복합기능 스포츠컴플렉스 현상설계 당선( )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실외정원 설계공모 우수상( )

카타르 제안공모 당선Al Messila Compound ( )

진해 경해여중 신축 현상공모 당선( )

강일 지구 블럭 공사 현상공모 당선2 6 SH ( )

대림통상 증평공장 현상설계 당선( )

인천 송림동 초고층아파트 비잔티움 현상설계 당선( ) ( )

덕평 현상설계 당선Logis Vally ( )

제 회 인공지반녹화대상 수상 환경부장관상5 ( )

김포한강신도시 솔터마을 자연앤힐스테이트‘ ’

Award  수상실적

도시개발공사 세곡지구 아파트 기본계획 현상설계 당선( )

울산 삼례초등학교 외 개교 조경 기본설계 당선7 BTL 

마산 전안초등학교 기본설계 당선BTL 

대덕고 외 개교 기본설계 당선2 BTL 

서울 진관 초교 외 개교 민간투자 사업 기본설계 당선 5

울산 혜인학교 외 개교 조경기본설계 당선9 BTL 

용인 보일초 외 개교 기본설계 당선2 BTL 

2005. 

2006.

2007.

2009.

2010.

2011.

2012.

2008.

2013.



양산사송지구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상설계 당선

장로회신학대학교 주출입구 남문 확장공사 현상설계 당선( )

천리포수목원 목련길 조성사업 현상설계 당선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 남양주점 신축 현상설계 당선

을지로 교원구몬빌딩 지상주차장 조경설계 및 리모델링공사 당선

천리포수목원 밀러의 숲길 조성사업 현상설계 당선

김포 추모의 집 일원 조경설계 현상설계 당선

다산신도시 상업용지 오피스텔 신축 현상설계 당선

판교대장지구 연립 현상설계 공모 당선

이재연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 동탄 신도시 근린공원 호 공공정원 작가정원2 7 ( )

Award  수상실적

광주쌍암주거복합 개선사업 현상설계 당선KT

예산군 신청사 건립 현상설계 당선

2014. 

2016.

2017.

2018.



2007

부산 수정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특화조경 디자인 및 현장감독 1

휘닉스파크 유로빌라 중정 리뉴얼설계 및 공사

성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경공사

시몬느 본사사옥 외부공간 리모델링 공사

2008

메트로신문사 본사 사옥 조경설계 및 시공

역삼동 사 회장댁 주택정원 조경설계 및 시공 감리S /

성남 신촌동 컴퓨터 회장댁 주택정원 설계 및 시공S

분당 오너스빌딩 옥상정원 공사

2009

대장동주택 신축설계 주택정원 설계 및 시공

상도동 주택정원 설계 및 시공

평창동 댁 주택정원 공사H  

2010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조경보완설계 및 시공

성북동 건설 회장댁 주택 신축설계 정원 설계 및 시공C

시몬느 본사 옥상정원 공사

2011

가로수길카페 정원공사

경희의료원 전정 설계 및 시공

메이린 압구정의원 실내조경 설계 및 시공

메리어트호텔 동대문 조경특화설계 및 시공JW ( ) 

이천 정원유치원 조경설계 및 시공

2012

우면동 형촌마을 조경설계 및 공사

성북동주택 조경설계 및 공사

가로수길 백스테이지 조경설계 및 공사(Bag Stage) 

순천만 세계정원박람회 석가산정원 설계 및 시공

시몬느본사 테라스정원 설계 및 시공

 

Project   설계 시공& 
2013

명동 유네스코 빌딩 옥상정원 설계 및 시공

대장동 호 정원 설계 및 시공5

이천 아카벨리 놀이정원 설계 및 시공

동양 파라곤 호평 테라스하우스 정원 설계 및 시공

2014

알펜시아 리조트 정원 설계 및 시공Estate D207 

한남동 주택정원 사 영빈관 설계 및 시공(K ) 

분당 사 본사 사옥 실내 정원 설계 및 시공H

2015

남양주해비치 스타트하우스 외부 데크 조성 조경식재공사CC_

강남구 신사동 시몬느 도산 신축공사 설계 및 시공F.S.S 

천리포 수목원 입구광장 및 담장 설계 및 조성 공사

평창동 사 회장댁 신축 주택정원 설계 및 시공J

2016

장로회신학대학교 주출입구 남문 확장공사 설계 및 감리( )

Landscape design & supervision for remodeling construction 

of surrounding areas of Van Tri Golf Club(Hanoi)

삼성동 사 벤쳐빌딩 정원 리모델링 공사S

거여동 빌딩 옥상정원 설계 및 시공

김포 감정동 빌딩 정원 공사

2017

천리포수목원 목련길 조성사업

송암스페이스센터 야외공연장주변 조성공사

동탄 신도시 근린공원 호 공공정원 작가정원2 7 ( )

논현동주택정원 조경설계 및 시공

2018

을지로 교원구몬빌딩 지상주차장 조경설계 및 리모델링공사

천리포수목원 밀러의 숲길 조성사업

판교동 주택정원 설계 및 시공

동대문 쇼핑센타 옥상정원 설계 및 시공



용인 대덕고 외 개교 조경 실시설계BTL 2

판교 공구 주택공사 아파트 조경설계 기본설계1 Turn-Key 

파주 교하도서관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 

중계동 아파트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

일산 주택공사 아파트 현상설계 위2

평창 팬션단지 에덴피아 기본구상 및 컨설팅

보일초 외 개교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2 (BTL) 

전북대 및 서울교대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BTL) 

울산 선암동 세륜아파트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

중계동 노인복지주택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춘천 석사 웰빙파크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

원주시 시청사 외부공간 조경특화설계

진해 장전초 외 개교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4 (BTL)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항공화물창고 설계용역AMB

서울 진관초 외 개교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2 (BTL)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 경관계획 및 설계TK 

강남구 장애인 복지센터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

서울 가양동 광명교회 조경설계 및 컨설팅

진주 씨댁 주택정원 조경설계 및 감리 D

역삼동 씨댁 주택정원 조경설계 및 시공 감리 S /

원주 개운 차 한신 휴플러스 단지특화설계1,2

송도 어촌계 부지 주상복합 쇼핑몰 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카자흐스탄 알마타 주거단지 마스터플랜 및 조경특화설계

도시개발공사 세곡지구 아파트 및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MA 

동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 설계부문 연구용역

울산 동부리 경남기업 아파트 특화설계

Project   년도별 수행실적

조경디자인린 주( ) 2006. 3 ~  

화성동탄 블럭아파트 실시설계AC7 

인천 논현 블럭 조경공사 실시설계14

부산 반여동아파트 조경설계

수유리 영어마을 조경설계

석우초 외 개교 기본설계2 BTL 

린 조경설계 2005. 9 ~   

부산 연제구 주상복합빌딩 기본 및 실시설계00

의정부 송산식물원 기본 및 실시설계

강동구 천호동 도서관 신축공사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우면 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상설계SH 2

워커힐호텔 에스톤하우스 웨딩 플라워 데코레이션 연출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단지마스터플랜 및 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1

전주 효자지구 주택공사 공동주택 현상설계

경기 반송고 외 개교 기본설계4 BTL 

서울 진관초 외 개교 조경 실시설계2

아산 배방지구 공동주택 현상설계

부산시 수정 구역 성원상떼빌 조경 특화설계1

대방배수지주변 정비공사 실시설계

오동근린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

시몬느 본사사옥조경 개선공사

부산 연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조경설계

부산 수정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특화조경 디자인 및 현장감독1

송도 국제도시 주상복합 신축설계

휘닉스파크 유로빌라 중정 리뉴얼설계 및 공사

수정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1

성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경공사

정보관리센터 시설공사 턴키 기본설계0000

용산역 전면 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경설계3

월드건설 괌 복합주거단지 현상설계MP 

제주 혁신도시 현상설계 당선M/P 

서울특별시 노인전문병원 현상설계 당선

육군 용인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설계

중앙대 도서관 후면 조경설계

성남판교 복합단지 사업PF

춘천퇴계 편한세상 지명현상설계e-

성남 신촌동 주택신축 조경공사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기숙사 기본설계

중국 웨이하이 금호아시아나골프장 조경특화설계

2007.  

2006.  



Project  년도별 수행실적

도곡동 진달래 차 삼성래미안 조경설계2

도곡동 진달래 차 삼성래미안 조경설계3

서울 메디칼센터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

본동 삼성래미안 대안설계5 

용인공세동 레이크 뷰 주민운동시설 조경설계-

행복도시 주거블럭 현상설계(P-7)

중국 웨이하이포인트골프장 클럽하우스 빌라지역 조경계획 설계,

중앙대학교 미디어실습동 옥상조경설계

우리은행 상암동 지원센터신축 조경설계DMC 

평택 이충고 외 개교 3 BTL

동작구 녹지대 정비공사 실시설계2008 

일산 원당 래미안 조경특화설계

원주시 관설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조경설계

동작구 가로수 보식공사 실시설계2008 

용인흥덕지구 타운하우스 설계

삼성에버랜드 마성리 콘도미니엄 조경실시설계

월곡 지구 삼성래미안 대안설계4

도봉 구역 삼성래미안 대안설계3

우방 잠실 단지 대안설계2

대림통상 증평공장 현살설계 당선( )

삼성코닝정밀유리 기숙사 조경설계변경

메트로신문사 본사 사옥 조경설계 및 시공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마스터플랜 사업제안

잠실 단지 재건축조합아파트 조경특화설계2

중노송동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경설계

에버랜드 와일드킹덤 조경식재설계

양주 중흥 클래스 조경설계S-

구미 사원아파트 조경설계LIG

신림동 씨앤백화점 옥상 및 전면부 조경설계

보은 라벤더힐 조성계획

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 복합커뮤니티1-4

년 도시자연공원입구 산책로 조성 실시설계2009

궁동저수지  물순환 생태계류 조성사업 실시설계

포천관사 및 병영시설 민자사업 실시설계용역 조경설계-

거리공원 교통섬 바닥분수 설치사업 실시설계

신축 조경설계ZERO ENERGY HOUSE 

대치유수지 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

양재천 식생개선 실시설계

경인운하 공구 시설공사 기본설계1 T/K 

남곡 지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설계2 1 

본동 재개발 삼성아파트 조경설계5

천안의료원 현상설계

국민연금 수원 및 양산회관 신축공사 설계

벽제 하늘문 봉안당 증축설계 조경분야( )

용인육군 관사 조경 설계변경

진달래 래미안 차 대안설계1

웨이하이포인트 추가설계

부천옹기박물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양주 장흥 건영아파트 설계LIG 

벡스코 시설확충사업 설계 당선T/K ( )

벡스코 시설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T/K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외 개소 건립공사설계A3 1

대장동주택 신축설계

김포한강신도시 블럭 주택건설공사 턴키설계 당선09 Ab-7 ( )

구파발역 환승주차장 설계

공릉동 가로공원 수경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오십천생태하천조성 조경MP

유승건설수목원 조성계획

부천 고리울 가로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

년 도시자연공원 산책로 특화사업 실시설계2009

서소문구역 제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5

영종 하늘도시 유승한내들아파트 신축공사 설계

고양삼송지구 블럭 블럭 우남아파트 실시설계1 , 7

전라남도과학기술진흥협력센터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

2009.  



Project   년도별 수행실적

속초 대포항 리조트호텔 및 관광레저시설 신축공사 조경설계

한국가스공사 본사 신축 현상설계

포스코송도 센트럴파크 조경보완설계

남곡 지구 기부채납공원2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조경보완설계 및 시공

용인고매동 우남 퍼스트빌리젠트아파트 조경설계

강릉아트센터 설계BTL

한전 신축 현상설계KPS 

강북구 여성정보센터 신축 조경설계

강남구 신사어린이집 신축 조경설계

부산사상로 현상설계

서울디지탈산업단지 재개발 설계PF

길의료재단 행정동 증축 조경설계

강원랜드 카지노증축 설계T/K

삼척 오십천 생태하천 마스터플랜

중앙대 영신관 전면 리뉴얼 현상설계 당선( )

상현초 외 개교 설계2 BTL

소마초 외 개교 설계4 BTL

서운구역 재개발아파트 기부채납공원

동양 가평연수원 조경설계

새만금 동진 공구 설계5 T/K

성북동주택 수목이식공사

백학관광유원지 현상설계 당선( )

가베네스트 기숙사 조경설계GC 

서울교육문화회관 리뉴얼 조경설계

신세계연수원 조경리뉴얼 설계

첨단에코에너지연구센터 조경설계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설계T/K

시몬느본사 테라스정원 설계 및 시공

중국 강음시 금성호텔 현상설계

2010.  

안암 구역 주택재개발아파트 기부채납공원2

세종문화회관 데크플러자 시민휴게공간 조성사업

전쟁기념관 담장녹화 경관개선 녹지공원 조성

경희대학교 본관 전면부 조경설계

행복도시 상록아파트 블록 설계M5, M6

국민건강보험연수원 건립 신축 조경설계

가로수길카페 정원공사

연합뉴스사옥 재건축사업 신축

주 풍산제주드림랜드 관광단지개발사업 외부공간 계획 및 설계( )

이대역 연신내역 마에스트로 차 설계용역, 3

둘레길 앞마당KIST 

경희의료원 전정 설계 및 시공

재경단 주거시설 신축공사 조경설계

메이린 압구정의원 실내조경 설계 및 시공

환경문화단지 연구시설 설계

메리어트호텔 동대문 조경특화설계JW ( ) 

을지대학교 전면광장 조경설계

이천 정원유치원 조경설계 및 시공

화성동탄 블럭 조경설계A3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인천간석동 범양 재건축아파트 조경설계

중앙대학교 운동장 개발계획

거제 삼성중공업 장평 사원숙소 신축 조경설계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종합시설계획수립 용역

산림청 경관림 조성 기본설계

남양주 유승 한내들아파트 조경설계

2011.  



Project   년도별 수행실적

한화이글스 서산구장 신축

카타르 현상당선 기본 및 실시설계AI Messila Compound , 

엔바이오 테크놀러지 트레이닝센터 조경설계

화성동탄 상록아파트 조경설계A12 

남양주 보훈요양원 신축 조경설계

중앙대학교 기숙사 차 신축 설계2

평창 알펜시아 에스테이트 정원 기본 및 실시설계

친환경 탄소제로교육관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

한국 광해관리공단 원주 이전 사옥 신축공사 설계

대전 둔산동 마치호텔 신축설계

우면동 형촌마을 조경설계 및 공사

성북동주택 조경설계 및 공사

북문 리뉴얼 설계KIST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사업 어린이놀이터 현장조사용역

가로수길 백스테이지 조경설계 및 공사(Bag Stage) 

을지로 비즈니스호텔 조경설계

중부권 안전체험관 건립공사 설계

국립산림과학원 개원 주년 기념공간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90 , 

중부발전 단신부임자 사택 조경설계

파주 자유의다리 전통연못 조성공사 설계

대전 노은 지구 계룡리슈빌아파트 신축공사 조경설계3

서해수중유물보관동 신축 조경설계

평창 국립청소년수련원 챌린지코스 및 생태연못 조성 설계

진해 경해여중 현상공모 당선 기본 및 실시설계, 

홍익대학교 기숙사 조경설계

베트남 하노이 반치 콘도 마스터플랜 기본 및 실시설계(Van Tri Condo) , 

남한강 예술특구조성 현상설계 당선( )

부산명지지구 블럭아파트 조경설계3

고양삼송 우남퍼스트빌 조경설계A-1 

파주시 금촌동 도시형생활주택

행복도시 첫마을 유승한내들아파트 조경설계

남양주 별내 블럭 유승한내들아파트 조경설계21

순천만 세계정원박람회 석가산정원 설계 및 시공

순천만 세계정원박람회 새마을정원 설계

디아이티 주 광교연구시설 신축설계( ) 

2012.  

안동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중앙대학교 기숙사 차 증축설계용역2

디아이티 광교 연구시설 신축설계 설계용역 조경( )㈜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신축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새성전 조경 설계용역

동화홀딩스 연수원 신축공사 조경설계 및 조경감리

광교 중심상업용지 블럭 복합개발1-3

경해여자중학교 개축공사 조경설계용역

도시녹화사업 실시설계용역

별내신도시 업무시설 블럭 신축공사 조경1-2 ( )

독산동 개발부지 내 기부채납 근린공원설계 및 인허가 용역

아라리공원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화성동탄 상록아파트 설계용역2(A3) 

강남구 신사동 시몬느 도산 신축공사 설계용역 조경F.S.S ( )

카타르 신축BU EL QUBEB&AHMEN BIN ALI MAEKETS 

태국 스타팰리스 리모델링 공사 조경설계

홍릉시험림 정문 주변공간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명동구역 제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4

경북안동 상록아파트 설계용역

안성 복합교육문화센터

유기농수산연구생태체험농원 구간 조경실시설계2

강릉 아이스하키 경기장 건립공사-2 

광양 마동 아파트 및 부대시설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026

고덕강일 지구 단지 공동주택 설계 현상2 6

주카타르 대 청사 관저 이전사업 신축( )

산림과학원 감리용역

부산구덕체육관 내역서BTO

코스트코 의정부점 조경설계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베트남 반트리 풀빌라

보잉항공전자 유지보수센터 신축설계용역

삼성중공업 어린이집 증축설계

아모레퍼시픽 뷰티캠펏 아카이브 신축설계

동대문종합시장 동 옥상조경 설계용역A,C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외부공간 조경컨셉 및 실내조경 설계용역

2013.  



연구소신축공사조경설계ACCESSBIO

순천점  설계용역계약Costco 

광주쌍암주거복합  개발사업 현상설계kt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부속시설공사 설계용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조경특화 및 설계

만리현교회 비전센터  건립공사 및 본당 리모델링 조경

무궁관주변 환경정비사업  설계 용역

부산 센텀지구 업무시설  신축설계 및 디자인감리용역

부산 연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

산남퀸덤아파트  조경특화 개선 공사 비상주감리 용역( )

성남신흥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신축

세종시  생활권 블럭 업무시설 신축공사2-4 cr-3-2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

시흥시방산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설계용역 및 (BTO)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주민친화시설설계( )

신흥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공원 및 녹지 계획 용역

썬크루즈리조트관광단지  숙박시설 증축설계용역

연변농심백산수공장 신축설계  용역

용산역전면 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설계용역 변경3 ( )

용인시 고기동  전원주택단지개발 단계 설계용역1

중앙대학교 공연예술원  설계용역

창의 놀이터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

천안물류단지 블럭  상업시설 신축 설계 및 디자인감리용역A6-1

하남미사 제 초등학교  건축설계 용역5

중국 시안 옌랑 항공테마 전시장 제안서 작성

서울소방행정타운건립 단계 신축현상(1 )

광주쌍암주거복합개발사업현상KT

부산 연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PQ+TP

시에라리온 Freetown City  Administrative Complex

구리갈매 주상복합신축현상S2BL

성남신흥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신축

광교택지개발지구 주상복합 신축 현상C3 

문장건설 군산 하나리움 차 조경공사 및 문장건설 대구  테크노폴리스 블럭 2 A-9

하나리움 조경공사 실시설계

2015.  

Project   년도별 수행실적

2014.  

광주 쌍암동 주거복합 개발사업

남악 신도시 지원부지 개발계획2 

남양주 다산진건 공동주택 현상설계 C-1BL, B-7BL

동작구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설계용역

라베니체 마치에비뉴 블록 상업시설 신축 설계용역C4-1~8

삼성바이오에피스 주 본사 및 연구소 신축 및 기획설계( ) MP 

삼성 바이오에피스 본사 및 센터 신축 조경 일반 외주의 건R&D ( ) 

서울금천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세원어린이공원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파라다이스 호텔 신축 현상M

신반포한신 지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입찰 조경 일반4 PQ+ ( ) 

외주의 건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유보지 유승한내들 신축공사

신세계본점본관 리모델링 및 연결통로 설계

예산군 신청사 건립 건축설계용역

용인마평습지 생태학습 체험장주변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천안 마치에비뉴 마스터플랜

천안물류단지 상업시설A5-3 

천안물류단지 상업시설A6-1 

울산중구 조택재개발정비사업 조경설계용역B-04 

파라다이스 호텔 신축 현상M

안산시 상록구 사동 보광주상복합 신축공사 조경설계용역

남양주 다산진건 공동주택 유승한내들 현상설계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근로자복지관 조경설계926-16 

인천 서창 지구 청광플러스원 신축공사 조경설계용역2 4BL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Project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번지 외 공동주택559-2

광교 택지지구 업무 블럭 업무시설 신축계획안3

남양주해비치 스타트하우스 외부 데크 조성 조경식재공사CC_

시몬느 도산 신축 조경공사F.S.S 

천리포 수목원 입구광장 및 담장 설계 및 조성 공사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새기숙사 신축설계용역

울산시립미술관 건립공사 현상설계용역

장로회신학대학교 주출입구 남문 확장공사 설계 및 감리( )

주터키대사관 청사 신축 설계용역

중앙보혼병원 보훈의학연구소 건립 설계용역

천안두정 미소지움 아파트 신축공사

화성동탄 제 중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  (2) 11

라베니체 마치에비뉴 블록 상업시설 신축 설계용역C4-10

라베니체 마치에비뉴 블록 상업시설 신축 설계용역C4-11

라베니체 마치에비뉴 블록 상업시설 신축 설계용역C4-13

라베니체 마치에비뉴 블록 상업시설 신축 설계용역C4-14

서울 강서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별관 증축공사 설계용역

서초구 파랑새어린이공원 추가공사 조경설계

금천구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내 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 , ) 

실시계획인가변경 등

도봉구청사 조경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고양 관광문화단지 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조경M4 ( )

광주쌍암 주거복합 개발사업 조경 외주의건KT 

송도점 조경 실시설계 및 용역Costco CA

세종점 조경 실시설계 및 용역Costco CA

부천점 조경설계용역Costco 

Landscape design & supervision for

 remodeling construction of surrounding areas of Van Tri Golf Club

거여동옥상조경공사

마포구 성산동 오피스텔 조경설계

부산수영경찰서 현상설계

한국체육대학교 도서관 현상설계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증축공사 현상설계

양산사송지구 공공주택 행복주택 건설공사 현상설계 당선H1BL ( ) ( )

Project   년도별 수행실적

2016.  2017.  

여주 현암지구 공동주택 조경설계

울산시 우정동 공동주택 조경설계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청사 신축사업 조경설계용역

양산사송지구 공공주택 행복주택 건설공사 조경실시설계H1BL ( ) 

천안 마치에비뉴 블록 상업시설 신축설계 조경분야A5-1 [ ]

신진주 역세권 상업 블록 조경설계용역1-1

양평동 가 지식산업센타 신축공사 조경설계5

마곡 이마트타운 조경설계

하남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

고덕택지 서정리역세권 복합개발수립용역

대치 차 오피스텔 조경설계3

속초 조양동 생활형 숙박시설

인천 구월동 주상복합신축공사341-10 

이천 연구개발동건설프로젝트 조경설계SK hynix 

인천 검단새빛도시 공동주택 신축공사AB-6BL 

대전 원자력연구원 환경개선공사

김해시 소방서 신축공사 조경설계

재능교육 도곡사옥 재건축 설계용역

금천구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인터불고호텔대구 조경설계용역

대원빌딩 재건축사업 설계용역

경기도 여주시 교동 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302

광릉숲 정원모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청강대학교캠퍼스 증축 MP

천리포수목원 목련길 조성사업

송암스페이스센터 야외공연장주변 조성공사

동탄 신도시 근린공원 호 공공정원 작가정원2 7 ( )

논현동주택정원 조경설계 및 시공

판교정원 조경설계 및 시공

중앙대 서울캠퍼스 본관 및 자연공학 클러스트 계획

도봉구청사 조경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을지로 교원구몬빌딩 지상주차장 조경설계 및 리모델링공사

성남시 영장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변경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 남양주점 신축 조경설계

김포 추모의 집 일원 조경설계용역

천리포수목원 밀러의 숲길 조성사업

판교동 주택정원 설계 및 시공

인천국제공항 제 여객터미널 확장사업2

엑스코 제 전시장 건립공사 설계용역 조경외주의 건2

청주 건축설계용역SK Hynix M15 Ph-1 project 

부천시 원미구 중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경설계

다산신도시 상업용지 오피스텔 신축 조경 현상 및 기본설계

양평동 가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조경설계요역 계약5

전주시 만성동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 신축공사 설계용역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설계용역

강북본부 개발사업 현상설계KT 

곤지암 신대지구 물류단지 개발사업

용인 동천동 연립주택 신축 조경외주의 건

일신방직 청원물류센터 조경설계용역㈜ 

구미시 시민운동장 외 개소 개선공사 설계용역1

판교대장지구 연립 현상설계 공모 B2, B3BL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신관동 지하주차장 건립사업 현상설계 공모/

공세동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및 데이터센터 설계제안

안성 아양 택지개발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시화 공동 지명현상 설계공모MTV -4BL 

사학연금 서울회관 재건축 설계공모

여수 웅천동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Project   년도별 수행실적

2018.  



      

이 재 완

실장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주 라인조경설계사무소( )

주 조경설계계림원( )

조경디자인린 주( )

임 정 훈

소장

시공 공무 내역/ /

중앙대학교

주 베네시티( )

주 다우엘앤씨( )

조경디자인린 주( )

전 계 순

차장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주 가원조경기술사무소( )

조경디자인린 주( )

박 나 래

대리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조경디자인린 주( )

김 종 래

차장

동신대학교 조경학과

청원조경엔지니어링

조경디자인린 주( )

윤 병 철

소장

경원대학교 조경학과

가원조경기술사사무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경디자인린 주( )

임 지 수

대리

삼육대학교 환경원예디자인

주 디오조경( )

조경디자인린 주( )

이 우 람

디자이너

강원대학교 생태조경학과

조경디자인린 주( )

이 재 연 

대표이사 소장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조경설계 서안 주 디자인실장( ) 

대한민국 조경박람회 초대작가

정원문화 심포지엄 초대작가

한국조경사회 상임이사

조경디자인린 주 대표이사( ) 

Staff



천리포수목원

2016



천리포수목원

2016



천리포수목원

2016



천리포수목원

2016



2015

도산공원 시몬느사옥



2015

도산공원 시몬느사옥



2015

도산공원 시몬느사옥



2015

도산공원 시몬느사옥



2015

도산공원 시몬느사옥



도산공원 시몬느사옥

2015



을지로 교원구몬빌딩 지상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2018



을지로 교원구몬빌딩 지상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2018



을지로 교원구몬빌딩 지상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2018



동대문 JW메리어트호텔

2013



동대문 JW메리어트호텔

2013



동탄 근린공원내 작가정원

2017



동탄 근린공원내 작가정원

2017



송암천문대

2016



송암천문대

2016



한남동 영빈관정원

2015



2015

한남동 영빈관정원



2015

한남동 영빈관정원



한남동 유엔빌리지

2OO1 O5

현장디자인,시공 : 이재연



조안리 주택정원

2OO5 1O

디자인,감리 : 윤영조



조안리 주택정원

2OO5 1O

디자인,감리 : 윤영조



알로에마임 비전빌리지

2OO1 O7

현장디자인,시공 : 이재연



알로에마임 비전빌리지

2OO1 O7

현장디자인,시공 : 이재연



알로에마임 비전빌리지

2OO1 O7

현장디자인,시공 : 이재연



평창군 H씨 별장

2O05 O6



평창군 H씨 별장

2O05 O6



휘닉스파크 유로빌라 리뉴얼

2O07

보광휘닉스파크 유로빌라 리뉴얼설계 및 공사
Phoenixpark Eurovilla

시행자 : (주)보광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군 면온리 보광휘닉스파크 내

면  적 : 8,932.75㎡
내  용 : 휘닉스파크 유로빌라 중정지역 리뉴얼설계





역삼동 P씨댁

2O07 O9









성남 신촌동 K씨댁

2O07 O6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몬느 본사 사옥

2O07 O5



시몬느 본사 사옥

2O07 O5



시몬느 본사 사옥

2O07 O5



시몬느 본사 사옥

2O07 O5



성산동 메조트론 크리플렉스 타운하우스

2O07 O7



메트로신문사 사옥

2O08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2O10 O7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2O10 O7



평창동 정원평창동 정원

2010   10



대장동 S전자사장댁

2O10



대장동 S전자사장댁

2O10



압구정 메이린 뷰티센터

2O11 O8





 성북동 주택정원 

2012 



정원유치원

2O12







대장동정원

2O13





석가산정원

2O13

와유(臥遊)와 풍류(風流)를 담은 한국전통 석정(石庭)문화의 정수





석가산정원

2O13





우면동 정원우면동 정원

2014   05

공사전



우면동 주택정원 

2013 



평창동 주택정원 

2013 



평창동 주택정원 

2015 



평창동 주택정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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