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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함께하면 미래가 열립니다.

Expert Group
of Urban Planning & Design (주)미래 E&D는 도시계획/설계, 도시재생, 도시개발, 개발기획/PM 등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서비스시스템과 기술인력, 풍부한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보유한 도시분야 최고의 전문가그룹입니다. 

MIRAE ENGINEERING & DESIGN is a leading expert group of urban planners 
and designers with specialized and detailed service system, technical skills, and 
extensive experience in urban planning & design, regeneration, development, 
strateg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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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획·계획·설계서비스

Total Solution Provider

Value-oriented
Urban Planners & Designers

No.1 Urban Planners & Designers

Total Urban Design & Engineering Service

미래 E&D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의 개발기획단계에서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PM까지 

도시 및 단지개발분야 통합적 계획/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래 E&D의 Service Process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대덕테크노밸리(국내 최초 복합산업단지) 등을  

설계한 일등기술력과 창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미래E&D는“재생, 복합, 생태”의 디자인이념을 통해 

도시공간의 미래가치를 창출합니다.  

Toward Sustainable DesignProject Request

Project Proposal

Permitting Services

Project Management

Development Consulting

전략기획부문
Strategic Planning

Masterplan

도시부문
Urban Planning & Design

Basic & Detailed Design

설계엔지니어링부문
Civil Engineering & 

Landscape Architecture

관련분야 협력업체 POOL
(건축, 마케팅, 영향평가 등)

Cooperative Partners

• �자연순응형,�자원절약형�단지�

및�도시설계개념�보편화

• �생태공원,�생태산업단지�등��

지속가능한�계획이념�추구

• �주거,�상업,�업무,�교육문화,��

산업�등의�복합�용도개발

• �컴펙트시티�등�미래도시이념에�

적합한�개발모델

• �외연적�개발위주에서�도시

활력과�경쟁력�강화를�위한�

노후된�주거,�상업,�공업지�

등의�도시재생

Planning & Design
IDEA

재  생
Regeneration

복  합
Convergence

생  태
Ecology

Regeneration Convergence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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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E&D는�미래의�새로운�도시환경�창출을�위한�정책아이디어와�계획

적,�설계적�실현대안을�제시하고자�설립된�도시전문가그룹입니다.

그동안�랜드디자이너로서의�축적된�경험과�기술을�통해�공공부문�뿐만

아니라�민간부문의�다양한�고객에게�창조적�솔루션(solution)을�제시하고,�

신뢰를�최우선�가치로�삼아�도시관련�전문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해�왔

습니다.

역동적으로�변화하고�보다�복잡ㆍ다양해지고�있는�미래도시사회�요구에�

부응하여“재생,�복합,�생태”라는�3가지�미래도시�이념을�바탕으로�전문

적이고�통합적인�프로젝트�수행시스템을�구축해�나가고�있습니다.

미래E&D는�앞으로도�고객이�신뢰하는�진정한�파트너인�동시에�미래도

시의�비전과�대안을�제시하는�선도적�도시전문가그룹으로서�그�책임을�

성실히�수행해�나가겠습니다.

���������������������������������������주식회사�미래이엔디

���������������������������������������대�표   백  운  수

미래E&D의 경험과 기술, 
그리고 열정이 
미래도시를 만듭니다

MIRAE E&D is a specialized urban planning company and we have 
been providing efficient policy ideas and feasible solutions for the 
new urban environment.

Wide range of experience and skills enabled us to provide creative 
solutions to our clients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with trust as our core value, we have dedicated to offer our best 
specialized solutions in urban planning and design.

To satisfy the demand of dynamic and diverse future cities, we have 
established a specialized integrated system based on three design 
ideas of future cities; ‘Regeneration’, ’Convergence’ and ‘Ecology’

We will continue to carry out our responsibilities as a trusted partner 
to our clients and a leading urban planning service firm providing 
vision and solutions to future cities.

Wun Soo Baek, CEO
MIRAE Engineering & Design Co.,Ltd

With wide range of 
experience, skills and passion,
MIRAE E&D creates futuristic 
and valuable city

MIRAE ENGINEERING & DESIGN •••

CEO’s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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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Value •••

도시의 미래를 창조하는 초일류 도시전문가 그룹

창조적�사고와�일등기술력을�바탕으로�최고의�계획,�설계�및�엔지니어링서비스를�창출하여�

미래도시문화창조에�기여한다.

Services •••

Organization •••

CORE VALUE

 협력 Cooperation 신뢰 Confidence전문성 Specialty

Vision

고객 맞춤형·전문엔지니어링 서비스

‘선택과 집중’의 선진적 조직 시스템

Customized & Specialized Service

Advanced Expert System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행정 및 정책계획, 각종 개발사업의 개발기획  및 타당성 검토, 

마스터플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등에 대한 도시/단지계획ㆍ설계 전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IRAE E&D provides outstanding services for administrative & policy planning, strategic planning, master 
plan, development planning & engineering on a wide range of areas based on extensive experiences and 
technical expertise.

도시부문,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부문, 전략기획 부문 등 도시분야의 전문화된 조직 구성과 연관부문의 

통합적 프로젝트 운용으로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MIRAE E&D’s Expert System is designed to provide prompt and specialized engineering services through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with our internal divisions and a pool of experienced partners.

Strategic Planning

• 개발기획 및 타당성 검토

• 마스터플랜 수립

• 도시정책 및 제도 연구

• 해외프로젝트기획

• PM(사업관리)

Urban Planning & Design Civil Engineering & Landscape Architecture

• 도시정책계획

• 지구단위계획

• 도시재생계획

• 도시개발계획

• 교 통 계 획

• 조경계획

• 조경설계

• 단지토목설계

• 기반시설설계

미래도시연구원
Research Institute

대  표
CEO/ President

경영지원실
Management Assistant Dept.

전략기획팀
Strategic Planning Team

도시재생팀
Urban Regeneration Team

개발기획팀
Project Planning Team

단지설계1팀
Civil Engineering Team-1

정책연구팀
Policy Research Team

도시계획팀
Urban Planning Team

도시개발팀
Urban Development Team

단지설계2팀
Civil Engineering Team-2

해외사업/PM팀
Overseas Project/PM Team

도시설계팀
Urban Design Team

교통계획팀
Transportation Planning Team

조경설계팀
Landscape Architecture Team

전략기획본부
Strategic Planning Dept.

도시설계본부
Urban Design Dept.

도시개발본부
Urban Development Dept.

단지설계본부
Civil Engineering &

 Landscape Architecture Dept.

Company Overview

Specialty Confidenc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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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Planning & 
Design

도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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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팀
Urban Regeneration Team

도시계획팀
Urban Planning Team

도시설계팀
Urban Design Team

도시개발팀
Urban Development Team

개발기획팀
Development Planning Team

교통계획팀
Transportation Planning Team

미래E&D는 도시공간의 미래가치를 디자인합니다.

도시부문의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서비스는 미래E&D가 자랑하는 Expert System의 핵심입니다.

고객의 Needs와 공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조적 아이디어와 전략수립, 치밀한 

계획과 디자인 등 일련의 통합적 계획ㆍ설계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미래가치를 

창조합니다.

  
Specialized and detailed service in urban planning and design is the key of MIRAE E&D’s 
Expert System.
With clear understanding of urban space and clients’ needs, MIRAE E&D creates future 
value through a series of integrated processes from creative ideas and strategies to 
thorough planning.

도시재생계획 Urban Regeneration Planning

낙후된�기존시가지에�대해�새로운�기능을�도입

하여�기능적,�공간적으로�재생시키는�계획수립

업무를�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 도시환경정비계획

•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계획 등

도시정책계획 Urban Policy Planning

국토�및�지역공간계획,�지역정책�및�전략계획,�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등�도시�및�지역

단위의�공공계획�뿐�아니라,� �민간제안형�도시

계획시설사업까지�다양한�정책�및�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구단위계획 District Unit Planning

도시와�건축의�중간단계의�3차원�도시관리계획

으로서�공공계획�및�민간사업�등에�대해�지구

단위계획구역�지정,�계획수립업무를�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내용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거형/산업유통형/관광휴양형/복합형)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등

도시 및 단지개발계획 Land Development Planning

다양하고�복합적인�도시개발수요에�대응하여�

도시�또는�단지차원에서�개발을�위한�마스터플랜,�

개발계획수립,�구역지정업무�등을�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내용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 (복합)산업단지 개발계획

• 택지(주택)단지 개발계획

• 물류(유통)단지 개발계획

• 민간투자사업(SOC) 계획 등

교통계획 Transportation Planning

도시�및�단지계획,�각종�개발사업과�관련하여�

교통현황�및�체계를�진단하고,�이를�바탕으로�

교통영향분석,�교통사업의�대안�등을�제시하는�

계획으로�교통계획수립,�교통영향분석�및�개선

대책수립�업무를�수행합니다.

Urban Planning 
& Design

Civil Engineering &
Landscape Architecture

Strategic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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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ngineering 
& Landscape 

Architecture

설계/엔지니어링부문 

단지설계1팀
Civil Engineering Team-1

단지설계2팀
Civil Engineering Team-2

조경설계팀
Landscape Architecture Team

맞춤형 설계로 최적의 단지환경을 만듭니다. 사업성공을 위한 최적의 전략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설계/엔지니어링부문은 미래형 테크노밸리(복합산업단지)설계를 통해 미래E&D만의 맞춤형 설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설계/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Civil Engineer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Division builds our own customized system 
and presents creative and innovative solutions as shown in Techno Valley (mixed-use 
industrial complex) projects.

전략기획부문의 우수한 사업기획능력과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에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

으로 신속, 정확한 컨설팅서비스와 최적의 PM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trategic Planning Division established practical knowledge database based on a wide 
range of experiences. This allows us to deliver prompt and accurate consulting services and 
optimal PM services. 

조경계획 및 설계 Landscape Architecture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국토 및 

외부환경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아름답고 가치있게 

재창조하는 것으로 공공계획 및 민간사업의 조경계획 

및 설계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내용

• 공원녹지 계획 및 설계

• 민간공원조성사업 계획 및 설계

• 단지 조경계획 및 설계(주거단지, 산업단지 등)

• 관광지/복합레저단지 계획 및 설계 

• 특화거리조성계획 및 설계

개발기획 및 PM Strategic Planning & PM

다양한 사업분야에 있어 개발기획 및 타당성검토업무

는 사업추진단계에서 가장 핵심요소입니다. 

수요자의 요구조건을 파악하고 입지여건,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등 개발 토지의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개발 구상 및 전략수립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내용

• 단지개발사업 타당성 및 개발 구상

• 개발 후보지 조사 발굴 및 개발 기획

• 기업 보유토지의 개발구상 및 사업화 전략 수립

• 전략부지 개발 구상

• 이전적지 활용 방안

• 토지개발컨설팅 및 PM(Project Management)

단지토목설계 Civil Engineering

택지, 유통, 산업단지 등 계획된 단지공간을 경제적이

고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공, 도로, 상하수도 

등 단지토목분야의 복합설계공정으로서 기초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내용

• 부지 조성 설계

• 상수도 설계

• 우수/오수 설계

• 도로 기본 및 실시 설계

• 단지토목 Turn Key 설계

• 도시계획도로 실시 설계/인가 등

도시정책 및 제도연구 Policy Research

도시분야 전문가집단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의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 

도시계획설계 전반의 정책 및 제도 연구에 공동참여

하고 있으며, 도시관련분야의 계획/설계기법 연구와 

실무 지침, 매뉴얼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내용

• 도시계획 및 설계기법 연구

• 공공, 민간 연구 기관과의 도시정책 및 제도협력 연구 등

• 도시관련 분야 매뉴얼 발간

Strategic 
Planning

전략기획부문

전략기획팀
Strategic Planning Team

정책연구팀
Policy Research Team

해외사업/PM팀
Overseas Project/PM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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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산업단지 계획 및 설계 Techno Valley Master Plan & Detailed Design 

대덕테크노밸리�Daedeok�Techno�Valley�

아산테크노밸리�Asan�Techno�Valley�

서산테크노밸리�Seosan�Techno�Valley��

김해테크노밸리�Gimhae�Techno�Valley�

경기화성바이오밸리�Gyeonggi�Hwaseong�Bio�Valley��

2. 도시재생계획 Urban Regeneration Plan

가리봉재정비촉진계획 Garibong�Regeneration�Plan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Cheongnyangni�4th�district�Renewal�Promotion�Plan

KT청진동사옥 KT�Cheongjin�Building�Renewal�Plan

신세계백화점 본점 Shinsegae�Department�Store�Conservation�Plan

구세군 한국선교 100주년기념관 Salvation�Army�Korea�Territory�Building�Renewal�Plan

 

3. 지구단위계획 District Unit Plan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Former�Seoul�Southern�Correctional�Facility�Site

가양동 (구)대상공장이전부지 Former�Daesang�Industrial�Site�

천안서부역사주변 특별계획구역 Cheonan�West-station�Special�Planning�District�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사옥 Korea�Hydro�&�Nuclear�Power(KHNP)�Headquarters

원불교 세계본부 및 역사문화기념관 World�Won-Buddhism�Center�&�History-Culture�Memorial�

안양 오성제지부지 Anyang�O’Biz�Tower�Tower�(Knowledge�Industrial�Center)

4. 도시정책연구 Urban Policy Research 

서울시 202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Seoul�Residential�Environment�Regeneration�Plan�2020�

서울시 202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Seoul�Urban�Environment�Regeneration�Plan�2020�

경기도 종합발전계획(기술부문) GyeongGi-do�General�Development�Plan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Banpo�Apartment�Distict�Renewal�Plan

5. 조경계획 및 설계 Landscape Architecture

고성에코시티조성사업: 화진포 녹색기술공원 Goseong�Eco�City�(Whajinpo�Green�Tech�Park)

대덕테크노밸리 중앙공원 Daedeok�Techno�Valley�Central�Park�

아산테크노밸리 생태공원/중앙공원 Asan�Techno�Valley�Ecology�/�Central�Park�

화성바이오밸리 생태습지 Gyeonggi�Hwaseong�Bio�Valley�Garden�Marshy�Land�Park�

서울올림픽공원 장미정원 Seoul�Olympic�Park�Rose�Garden

Techno Valley Master Plan & Detailed Design  
복합산업단지 계획 및 설계

Daedeok Techno Valley 대덕테크노밸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근의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산업, 주거, 상업, 레저 기능 등이 조화되는 자족형 첨단벤처

복합도시를 목표로 조성된 한국최초 민간기업에 의한 복합산업단지로서 ‘Techno Valley’라는 

브랜드가 처음 사용됨

Daedeok Techno Valley connected with nearby Daedeok Research Complex is a 
state-of-the-art multi-functional venture valley. It is well-balanced and self-sufficient 
with industrial, residential, commercial and recreational functions. It is Korea’s first 
case of mixed-use industrial complex developed by a private company.

Best Projects

CONTENTS

위     치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용산동 일원

면      적 4,265,396m2

개 발 기 간 2001-2009

사업시행자 (주)대덕테크노밸리 

Locat ion Daejeon City, Korea

Site area 4,265,396m2

P e r i o d 2001-2009

C l i e n t Daedeok Techno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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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n Techno Valley 아산테크노밸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Gyeonggi Hwaseong Bio Valley 경기화성 바이오밸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Seosan Techno Valley 서산테크노밸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Gimhae Techno Valley 김해테크노밸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아산시 북부의 교통요충지인 둔포지역에 연구/생산, 주거, 상업, 문화기능이 결합된 디스플레이중심의 

산업복합도시로 조성

Asan Techno Valley links northern part of Asan city, thus acting as a new Hub-city. It is a multi-
functional industrial complex focusing on automobile and LCD equipments industry.

바이오, 첨단산업중심의 미래형융합산업단지개발을 목표로 조성단계에서 습지보전 등 생태적 

요소도입과 운영단계에서 EIP개념을 도입한 국내최초 저탄소녹색산업단지로 조성

Gyeonggi Hwaseong Bio Valley puts a great emphasis on forming a sustainable, 
bio green industrial complex where human, nature , industry can co-exist. Based on 
ecological space plans, the complex aims to attract bio and high-tech industries and 
introduce EIP(Eco-Industrial Park).

서해안시대 기술집약적인 자동차중심의 산업기능, 주거, 상업, 문화시설이 결합된 One-stop 라이프스타일

을 지향하는 미래형 복합산업단지조성

Seosan Techno Valley is established to support automobile industry and its R&D sectors and 
to create a synergy effect by allowing close connection among work, leisure and dwelling 
space. The complex aims to create a futuristic industrial city with its One-stop lifestyle.

기계, 로봇, 자동차, 바이오 등 부산·창원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된 김해지역의 지식기반기계 

산업 중심의 친환경적 첨단산업단지 조성

Gimhae Techno Valley aims to be an eco-friendly hi-tech industry complex focused on 
knowledge-based machine industry. It is linked to specialized industry of Busan and 
Changwon such as machine, robot, auto and bio sectors.

Techno Valley Master Plan & Detailed Design

위     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일원

면      적 2,986,017m2

개 발 기 간 2006-2010

사업시행자 (주)아산테크노밸리 

Locat ion Asan City, Korea

Site area 2,986,017m2

P e r i o d 2006-2010

C l i e n t Asan Techno Valley 

위     치 경기 화성시 마도면 일원

면      적 1,744,713m2

개 발 기 간 2010-2013

사업시행자 (주)경기화성바이오밸리 

Locat ion Hwaseong City, Korea

Site area 1,744,713m2

P e r i o d 2010-2013

C l i e n t Gyeonggi Hwaseong Bio Valley

위     치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원

면      적 2,023,780m2

개 발 기 간 2007-2011

사업시행자 (주)서산테크노밸리 

Locat ion Seosan City, Korea

Site area 2,023,780m2

P e r i o d 2007-2011

C l i e n t Seosan Techno Valley 

위     치 김해시 진례면 일원

면      적 1,522,000m2

개 발 기 간 2011-2015

사업시행자 (주)김해테크노밸리 

Locat ion Gimhae City, Korea

Site area 1,522,000m2

P e r i o d 2011-2015

C l i e n t Gimhae Techno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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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Regeneration Plan 
도시재생계획

Cheongnyangni 4th district Renewal Promotion Plan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도시환경정비계획)

Garibong Regeneration Plan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실행전략 및 개발계획

청량리4구역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업무, 문화, 상업 중심지 육성에 중점을 두고 청량리 민자

역사와 연계하여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호텔, 오피스텔과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결합한 중심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그동안 집창촌 (일명 “청량리588”) 

밀집으로 쇠퇴가 심각했던 청량리 역세권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예상 

Cheongnyangni 4th district is a large area southwest of Cheongnyangni station, and 
the second largest red-light district(called “Cheongnyangni 588”) in Seoul. Under 
the renewal plan, the newly developed area will encompass residence, business, 
culture, and lodging facilities in two 65-story multipurpose buildings and a high-rise 
landmark tower. The area is expected to grow into the commercial and cultural point of 
northeastern Seoul by revitalization.

가리봉 정비사업은 공공주도의 단일지구 최대규모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IT 등 

신산업으로 전환된 서울디지털단지 배후 지역이며, 연계하여 미래 산업지원, 업무, 

금융/법률/회계 등 경제활동 지원거점과 주거, 문화, 커뮤니티 등 신생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식산업기능, 신생활중심기능, U-city 기능 등이 복합된 디지털 

비즈니스도시 조성 지향

Garibong regeneration project plans to attract small-scale convention 
centers, business district and R&D centers in order to advance as a 
strategic business base supporting S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 
a nearby large-scale industrial complex. The project will transform 
this Garibong area to become a comprehensive urban space where 
knowledge-based high technology industries and residential facilities can 
come together. 

Korea Advanced & Innovative Value
Digital Business City

Urban Regeneration Plan

위     치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일원

면      적 43,207m2

개 발 기 간 2013-2019

사업시행자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Locat ion Jeonnong-dong, Seoul, Korea

Site area 43,207m2

P e r i o d 2013-2019

C l i e n t Redevelopment promotion committee 
of Cheongnyangni 4th district 

위     치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

면      적 279,110m2

개 발 기 간 2004-2014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ocation Garibong-dong, Seoul, Korea

Site area 279,110m2

P e r i o d 2004-2014

C l i e n t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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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Cheongjin Building Renewal Plan 
KT청진동사옥(Olleh Plex): 청진1구역(1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Shinsegae Department Store Conservation Plan  
신세계백화점 본점: 남대문구역(10-2, 17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보전재개발)

Salvation Army Korea Territory
Building Renewal Plan  
구세군 한국선교 100주년기념관
마포로4구역(3-1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세계적인 건축가 Renzo Piano가 설계한 청진사옥은 건물을 필로티 형태로 약 11m 

공중으로 띄우고, 하부에 “Urban Garden”이라는 구릉형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고, 

발굴된 역사자원 등을 보전, 활용하는 등 도시공간의 공공성과 역사적 장소성 강조

Cheongjin Building designed by Renzo Piano(Italian architect)  physically 
stands on 11m high “"pilotis” and its entrance level is made of a 
topographical undulation. It is characterized by the green place-so called 
"urban garden“ created by the piloti, roof garden and crystal façade. Also, it 
focuses on connection to nearby public space and historical context.

1930년에 건립된 한국최초의 백화점인 신세계 백화점은 르네상스식에 기초한 절충주의 양

식의 대표적 근대건축물로서 보전가치가 큰 전면 파사드의 양식적 보전에 중점을 둔 최초 

보전재개발사례

Shinsegae Department Store is Korea’s first department store to be built in 1930, 
in Renassance-based eclectic style. The conservation project is a case in point, 
focused on the preservation of the most valuable architectural style(façade).   

위     치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35-1일원

면      적 4,243.7m2

개 발 기 간 2011-2014

사업시행자 (주)케이티  

Locat ion Jongro-gu, Seoul, Korea

Site area 4,243.7m2

P e r i o d 2011-2014

C l i e n t KT Corporation

위     치 서울시 중구 의주로1가 일원

면      적 3,717m2

개 발 기 간 2007-2011

사업시행자 NH농협   

Locat ion Jung-gu, Seoul, Korea

Site area 3,717m2

P e r i o d 2007-2011

C l i e n t NH Nonghyup

위     치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일원

면      적 본관 2,410m2, 신관 8,619m2

개 발 기 간 2000-2007

사업시행자 (주)신세계  

Locat ion Jung-gu, Seoul, Korea

Site area Main 2,410m2, New 8,619m2

P e r i o d 2000-2007

C l i e n t Shinsegae Co.,Ltd

Urban Regener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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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 Seoul Southern Correctional Facility Site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구로구 주택가에 50년이상 입지하고 있던 교정시설을 이전하고 이전적지를 복합개발하는 공공

민간합동형 PF사업 성공사례로서 이전적지에는 개봉역세권을 배후로 주거, 상업문화, 공공청사, 

임대산업시설 등을 도입하여 서남권 경인관문의 새로운 중심공간으로 계획하고 공유커뮤니티 등 

지역과의 연계 강조  

This is the case of a successful public-private joint PF business involving a formal 
correctional facility site. The facility was located in a residential area of Guro-gu for 
more than 50 years. This project aimed to develop this facility as a new center of Seoul-
Incheon gateway in Southwest area with residential, commercial, cultural functions and 
government offices, leased industrial facilities, etc. It also emphasized on connection 
with neighboring community.

Former Daesang Industrial Site
가양동 (구)대상공장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Cheonan West-station Special 
Planning District
천안서부역사주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준공업지역내 대규모 공장이전적지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산업

기능은 클러스터화하는 새로운 산업, 주거 복합개발모델

The new industrial and residential MXD model in semi-
industrial district to protect residential environment and 
cluster industrial functions

천안 민자역사개발 및 천안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 판매, 문화 

및 집회, 주거시설 등이 결합된 랜드마크형 복합개발

Landmark mixed-use development with shops, cultural 
and community facilit ies and residential housing 
l inked to Cheonan Station development and old 
downtown vitalization

District Unit Plan 
지구단위계획

District Unit Plan

위     치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일원

면      적 105,087m2

개 발 기 간 2010-2018

사업시행자 (주)비채누리 /대한토지주택공사 

Locat ion Gocheok-dong, Seoul, Korea

Site area 105,087m2

P e r i o d 2010-2018

C l i e n t Bichae Nuri
Korea Land & Housing co.

위     치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일원

면      적 59,968m2

개 발 기 간 2004-2013

사업시행자 화이트코리아(주) 

Locat ion Gayang-dong, Seoul, Korea

Site area 59,968m2

P e r i o d 2008-2013

C l i e n t White Korea Co.,Ltd

위     치 충남 천안시 와촌동 일원

면      적 19,761m2

개 발 기 간 2007-  

사업시행자 (주)RED홀딩스 

Locat ion Cheonan, Chungcheongnam-do, Korea

Site area 19,761m2

P e r i o d 2007- 

C l i e n t RED 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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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ydro & Nuclear Power(KHNP) Headquarters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사옥 지구단위계획

경주시에 신축되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옥은 업무, 휴식, 상징공간과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되며,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KHNP Headquarters in Gyeongju consist of offices, lounge, symbolic space 
and community area. And space planning is carefully determined with 
neighboring natural environment in mind. 

Anyang O’Biz Tower (Knowledge Industrial Center)
안양 오성제지부지 지구단위계획 

World Won-Buddhism Center & 
History – Culture Memorial 
원불교 세계본부 및 역사문화기념관 지구단위계획

2015년 원불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신축되는 세계본부 및 역사문화기념관 지구단위

계획은 원불교세계화, 문화관광자원화 및 한강변 랜드마크 조성에 중점

District unit planning for newly built World Won-Buddhism Center & History 
– Culture Memorial to commemorate 100th anniversary in 2015 focuses on 
promoting globalization, culture & tourism and creating landmark along the 
Han river.

위     치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일원

면      적 9,846m2

개 발 기 간 2011-2017   

사업시행자 원불교 교정원 

Loca t ion Heukseok-dong, Seoul, Korea

Site area 9,846m2

P e r i o d 2011-2017

C l i e n t Won-Buddhism

District Unit Plan

위     치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일원

면      적 157,108m2

개 발 기 간 2012-2015

사업시행자 한국수력원자력(주)  

Locat ion Gyeongju, Gyeongsangnam-do, Korea

Site area 157,108m2

P e r i o d 2012-2015

C l i e n t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Ltd

위     치 경기 안양시 관양동 일원

면      적 22,538m2

개 발 기 간 2011-2014 

사업시행자 오송제지(주)

Loca t ion Anyang, GyeongGi-do 

Site area 22,538m2

P e r i o d 2011-2014

C l i e n t Oh Sung Paper HFG.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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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Residential Environment Regeneration Plan 2020 
서울시 202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생활권계획)

Seoul Urban Environment Regeneration Plan 2020 
서울시 202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Banpo Apartment Distict Renewal Plan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정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서, 종합적 주거지

관리를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과 글로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선진화된 새로운 

주거지 종합관리 계획기법 도입   

Residential Enviroment Regeneration Plan is based on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 It introduces advanced planning technique 
for total management of residential area to build neighborhood unit 
plans and create global living environment. 

지역의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경기

도 도종합계획으로서, 계획수립을 위한 전략개발지 개발구상의 전문적, 기술

적 검토와 토지이용계획 등 기술부문 지원

GyeongGi-do General Development Plan is the provincial 
comprehensive plan for balanc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Territory. It supports 
technical aspects such as professional and technical review of 
development concept and land use plan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서, 상업지역, 공업

지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목표제시와 역사문화 도시로서 서울의 가치제고 등 

위해 선진화된 종합관리 계획기법의 도입   

Urban Enviroment Regeneration Plan presents advanced planning 
technique of total management to suggest goals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commercial and manufacturing areas and improve 
Seoul's value as the city of history and culture.

반포아파트지구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개발기본 계획으로서, 장래 재건축 등 

주거환경변화에 대비한 주거단지의 정비계획 방향과 지침 제시

Banpo Apartment District Renewal Plan is a comprehensive district 
management master plan. It presents guidelines of district renewal 
plans for residential complex in preparation of changes like 
reconstruction. 

GyeongGi-do General Development Plan 
경기도 종합발전계획 2012-2020 (기술부문)

Urban Policy Research  
도시정책연구

    Urban Policy Research

위  치 서울시 전체(주거지역)

면  적 312.7km2

계획기간 2012-2014

Location Residential Area of Seoul, Korea

Site area 312.7km2

P e r i o d 2012-2014

위  치 경기도 전체지역

면  적 10,167km2

계획기간 2010-2011

Location GyeongGi-do, Korea

Site area 10,167km2

P e r i o d 2010-2011

위  치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일원

면  적 1,528,426km2

계획기간 2002-2004 

Location Jamwon-dong, Seoul, Korea

Site area 1,528,426km2

P e r i o d 2002-2004

위  치 서울시 전체(상업, 준공업지역)

면  적 53.4km2

계획기간 2013-2014

Location Commercial / Semi-Industry Area of Seoul, Korea

Site area 53.4km2

P e r i o d 2013-2014



 . 29MIRAE ENGINEERING & DESIGN  28

s

             

Goseong Eco City (Whajinpo Green Tech Park)
고성에코시티조성사업: 화진포 녹색기술공원 (환경부 시범사업)

Asan Techno Valley Ecology / Central Park 아산테크노밸리 생태공원/중앙공원

Seoul Olympic Park Rose Garden 서울 올림픽공원 장미정원

Daedeok Techno Valley Central Park  
대덕테크노밸리 중앙공원

Gyeonggi Hwaseong Bio Valley Marshy Land Park 화성바이오밸리 생태습지

‘슬로시티’, 느림의 미학을 간직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가능

한 생태지역의 컨셉을 활용하여 조성

Goseong Eco City was created with ‘Slow City’ concept. It 
pursues to be sustainable ecological area with aesthetics 
of slowness and harmony with nature. 

저류지를 공원화하여 순환산책로 및 관찰데크를 설치하고, 중앙공원은 생태

연못, 축구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으로 조성

The park was built on the former detention pond. It has circuit 
promenade and observation deck, and the central park has 
ecological pond, sports facilities and rest areas. 

고대올림픽과 근대올림픽의 만남을 주제로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 12신

의 정원’이라는 컨셉으로 조성(146종 16,367주의 장미 식재)

Rose Garden In Oylimpic Park was made with the theme of ‘The 
garden for 12 Olympian Gods’. It expresses the rendezvous of the 
ancient and modern Olympic games. 

대덕테크노밸리 내 중심부에 위치하며 주변의 관평천과 연계하

여 생태저류지, 음악분수, 익스트림게임장, 휴식광장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여 거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It is in the center of Daedeok Techno Valley and linked to 
nearby Gwanpyeong stream. It provides places to rest 
with various facilities such as ecological detention pond, 
musical foundation, extreme sports facility and plaza.

화성바이오밸리 내 2개축의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산책로, 생태관찰데크 등 

최소한의 관찰시설을 도입하여 방문객에게 생태관찰장소로 제공

Two axis of ecological wetlands are created in Hwaseong Bio Valley. 
It offers walking trail and observation deck. 

생태공원 중앙공원

Landscape Arcitecture  
조경계획 및 설계

Landscape Arcitecture

위  치 강원 고성군 현내면 일원

면  적 2,027,900m2

사업시행자 고성군, 환경부

Locat ion Goseong, Gangwon-do, Korea

Site area 312.7km2

C l i e n t Goseong-gun, Ministry of Environment

위  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일원

면  적 생태공원 69,350m2, 중앙공원 139,800m2

사업시행자 (주)아산테크노밸리 

Locat ion Asan City, Korea

Site area Ecology Park 69,350m2, Central Park 139,800m2

C l i e n t Asan Techno Valley

위  치 경기 화성시 청원면 일원

면  적 184,750m2

사업시행자 (주)화성바이오밸리

Locat ion Hwaseong City, Korea

Site area 312.7km2

C l i e n t Gyeonggi Hwaseong Bio Valley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면  적 13,260m2

사업시행자 국민체육진흥공단 

Locat ion Seoul, Korea

Site area 13,260m2

C l i e n t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위  치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일원

면  적 34,130m2

사업시행자 (주)대덕테크노밸리

Locat ion Daejeon City, Korea

Site area 34,130m2

C l i e n t Daedeok Techno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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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한따와띠 배후공항도시 개발구상 용역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부지 및 연구시설 확보 타당성 용역

구로구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주변지역 연계개발구상 용역

인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사업기획 및 사업화구상 용역

하남 미래전략사업 동부 수도권 광역물류거점 타당성 용역

황해 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개발전략 및 개발구상 용역

가리봉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사업환경개선방안 수립용역

충북 진천군 산업단지 개발타당성 조사 및 개발구상 검토 용역

동두천 미군공여지 활용구상 용역

경기동북부 및 강원영서권 복합단지 후보지선정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경남 김해시 진례면 산업단지 개발타당성 조사, 개발구상 용역

금호아시아나그룹 연구단지 개발후보지 선정 및 추진방안 검토 용역

경기도청 이전후보지 타당성검토 용역

중국 위해시 관광단지 개발구상 용역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 기본계획/부지조사용역

충남 당진군 산업단지 개발타당성조사 및 개발구상 검토 용역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조성(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수도권 미니신도시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주변 개발사업 발굴 및 개발타당성 검토 용역

비파관광지구(나진-선봉지구)개발구상 용역

군산공단 배후복합단지 개발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검토 용역

용산구 서계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구로구 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용역

강동구 천호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세운재정비촉진 변경(도심산업 활성화방안)수립용역

삼성전자㈜ 영덕연수원부지 개발사업 용역

오산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용역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전적지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재정비촉진구역(증산4, 수색5, 수색14)실태조사 용역

안양 오성제지 지식산업센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KT세종로 및 청진동 사옥 신축 도시계획 변경용역

청량리 4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용역

구로구 오류 제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용역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용역

원불교 행정타운 및 100주년 기념박물관 개발사업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강서구 가양동 대상공장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광명 광명시범공단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홍제천변 명품거리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정릉4구역,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용역

구세군 한국 선교 100주변 기념빌딩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천안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평택 장안동 공동주택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수립(1,814세대)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협동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실행전략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대덕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128만평)

대덕테크노밸리 특별계획구역(유통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김해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45만평)

경기화성바이오밸리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52만평)

서산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60만평)

아산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용역(90만평)

예산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24만평)

수원 권선주공 1,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용역(1,800세대)

광진구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남대문구역(신세계본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용역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59개단지, 22,800세대)

삼성서울병원 신관신축 도시계획용역

김해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실시설계 용역

경기화성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실시설계 용역

서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실시설계 용역

아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실시설계 용역

대덕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실시설계 용역

길음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용역

무주관광레저 기업도시 기초조사 및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도시부문)

오비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사업 실시계획 용역

충주체험관광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보령관창산업단지 실시설계 변경 및 준공인가 용역

리비아 Sirte Hotel & Resort 토목 및 조경설계 용역

고성 에코시티 화진포 녹색기술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대덕테크노밸리 중앙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서산테크노밸리 중앙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아산테크노밸리 중앙공원 및 생태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화성바이오밸리 중앙공원 및 습지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청원군 초정문화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올림픽공원 장미정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서울시 2030 서울플랜 생활권계획 수립용역(서남권)

서울시 202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생활권계획)

서울시 202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합리적 관리방안 정립연구

경기도 내 과잉계획 및 과잉개발 실태분석과 사업추진 가능성 평가용역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 공간활용방안 수립용역

경기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 구상

광교신도시 미계획용지 조기활성화를 위한 용역

대전광역시 산업입지 공급계획수립용역

동탄(2)신도시 명품화 방안 구상연구

도안신도시 2, 3단계 개발계획 조정구상

익산시 중장기 발전구상 및 고속철도 역세권개발을 위한 수요분석연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서울 구로구

한국디벨로퍼협회

㈜피데스개발

㈜당진테크노밸리

서울시 구로구

㈜한화 S&C

㈜드림파마

㈜드림파마

㈜드림파마

㈜대우건설

경북 구미시

뉴경기관광㈜

한국수력원자력㈜

한화도시개발㈜

한국개발연구원

㈜대우

㈜대우

㈜대우

㈜대우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 구로구

㈜나우동인건축

㈜디에이그룹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궐동 재개발조합 설립위원회

㈜해안건축

은평구

㈜오성제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청량리4구역 정비사업추진위

서울시 구로구

㈜삼우, ㈜정림건축, ㈜무영건축

원불교 문화사업부

화이트코리아㈜

㈜코리아리츠

서울시 서대문구

㈜나우건축, 정릉 4, 5구역재건축정비조합

재대한 구세군유지재단법인

㈜수건축, ㈜Red홀딩스

㈜이데아건설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대한주택공사

㈜대덕테크노밸리

㈜롯데마트

㈜김해테크노밸리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서산테크노밸리

㈜아산테크노밸리

㈜예산테크노밸리

권선 1,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광진구

㈜신세계

서울시

삼성의료원,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김해테크노밸리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예산테크노밸리

㈜서산테크노밸리

㈜아산테크노밸리

㈜대덕테크노밸리

서울시 성북구

㈜두레리조트 환경디자인, ㈜대한전선

㈜디엔디엔지, 금호컨소시움

㈜대우

충주시

㈜대우

㈜한길건축

환경부

㈜대덕테크노밸리

㈜서산테크노밸리

㈜아산테크노밸리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충북 청원군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서울시, (사)한국도시설계학회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시공사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시공사

충남대 산학협력단

국토학회, 경기도시공사

충남대, 대전광역시

국토학회, 대한주택공사

타당성 검토/개발기획 분야
Strategic Planning

도시계획/재생/설계분야 분야
Urban Design & Regeneration Plan

정책계획 및 연구분야
Policy Research

단지계획 및 설계분야
Site Planning & Engineering

조경설계분야
Landscape Architecture

Portfolio  
주요 프로젝트 수행실적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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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운 수 대표

학     력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공학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도시계획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박사과정수료)

자     격 도시계획기술사(90133010168V)

경     력 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단 전임연구위원

 (주)홍익기술단 상무/전무/부사장

 현 (주)미래E&D 대표

수     상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수상 (2회)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주요활동 [현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겸임교수

  인하대학교 대학원(도시계획전공) 겸임교수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사)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

  (사)한국도시계획가협회 상임이사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서울특별시 주거재생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등 다수

 [역임]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국토해양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위원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국토도시 디자인대전 심사위원장

  서울특별시 총괄계획가(MP)(3개 지구)

   (서대문구 홍제지구, 동대문구 이문휘경지구, 세운지구)

  경기도 총괄계획가(MP)(2개 지구) 등 다수

   (광명시 광명지구, 시흥시 대야신천지구) 

CEO’s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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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Land Designer
Planners Designers Consulta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