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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완벽히 재현한 천연석의 질감과 색상,
옹벽 외관을 조형화 하여 차별화된 경관미를 제공합니다.

빠르고 간편한 시공
중력식 경관옹벽 솔루션

수원천 옹벽공사, 경기도 수원시

(주)코뉴 중력식 경관옹벽 제조 공장 외부 전경

인사말

연 혁

안녕하십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경제의 발전과 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경영의 시대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조화를 이룬,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법과 재료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코뉴는, 도시환경 및 생태 분야에 대한 오랜 경험과 기술력, 자연 복원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자연 친화적 도시환경을 선도하는 녹색 전문 기업입니다.
코뉴의 중력식 경관 옹벽 시스템 레디락(REDI-ROCK), 코뉴락(CONEW-ROCK), 버티락(VERTI-ROCK),
가드락(GUARD-ROCK)은 자연석에 버금가는 텍스쳐와 구조적 안전성을 갖춘 제품으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으며 현장조립식 구조로 시공이 간편합니다.
또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경제성과 구조적 안전성, 품질면에서 탁월한 신개념 옹벽 SOLUTION 입니다.

2010

법인 설립

2013

"주식회사 코뉴" 로 상호 변경, 본사 이전(수원)

2014
2015

앞으로도 코뉴는 선조들이 남겨주신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람중심 행복도시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

2017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기술혁신 중소기업(Inno-Biz) 인증
물 환경 개선 표창(경기도 지사)
중력식 경관 옹벽 신제품 출시- 코뉴락(CONEW-ROCK)

충북 진천(OEM)공장 콘크리트 제품 생산

2018

연구개발부 인정 (KOITA)
벤처기업 인증(기술보증기금)
안성공장 준공 및 콘크리트 블록 생산개시
㈜Redi-Rock international 국내 생산&유통 업무협약
단체표준 인증(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나라장터 등록

LH 적용 신기술 선정
수원시 중소기업인 大賞 (창업 및 벤처부문)
중력식 경관 옹벽 신제품 출시- 버티락(VERTI-ROCK)

2021

기업 부설 연구소 이전(경기도 화성시 동탄)
경기신용보증재단 파트너기업 선정

2022

중력식 경관 옹벽 신제품 출시- 가드락(GUARD-ROCK)

환경표지 인증

주식회사 코뉴 대표이사
*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국내 특허 보유 15건, 디자인·상표 등록 8건, 인증 및 수상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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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식 경관옹벽 공법

시공 방법 및 순서

중력식 옹벽 시공시 지오그리드(Geogrid) 불필요 (*구조검토 가능)
단순 조립식 시공으로 기존 공법 대비 공사기간 ·토공량 1/3 감소
필요 작업공간을 최소화하고 부지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이룸
공법 특징

기초 터파기 후 콘크리트 타설

03. 중단석 및 상단석 설치

굴삭기 1대와 조립공이
한조가 되어 하단석 설치

하단석 위에 중단석 및 상단석
(마감 블록) 설치

04. 시공 완료
뒷채움 및 청소

내용

안전성

● 사전 구조 검토 후 전개도 작성, 일정한 시공 품질 확보
● 증기 양생 방식의 블록생산으로 내구성 강도가 매우 우수 - 압축강도 : 30MPa / 흡수율 : 4%
● 접지 면적이 넓고 무게 중심이 중앙이여서 내진등 동하중과 부등침하 저항성 우수

시공성

● 블록형 축조방식(조립식 옹벽)
● 공종이 단순해 시공속도 보강토옹벽의 약 3~5배
● 절. 성토 모든 지반에 적용가능.
● 계절에 무관하게 시공 가능.
● 시공을 위해 굴착 최소화(1.5m)가능, 부지 이용 효율 극대화
● 유지보수 비용 절감(부분 보수, 재시공, 재활용 가능)

경관성

02. 하단석 설치

01. 기초 준비

* 옹벽 시공 상세도
90° 아웃 코너 상세도

90° 인 코너 상세도

계단부 상세도

난간 상세도

식생 옹벽 단면도

방조제 표준 단면도

● 자연석 같은 질감과 색상으로 경관성 우수.
● 다양한 패턴 및 색상,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 경관 설계 가능.
● 다양한 단면과 곡선, 직선등 자유로운 선형 가능

작업공간 과다 필요

중력식 경관옹벽 공법
7 | Best Co Best New, CONEW

보강토 공법
※ 실제 제품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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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식 경관옹벽 | 가드락 GUARD-ROCK

NEW

가드락 제품규격

가드락

- 기본 온장 블록

1,000(W) × 500(H) × 700(D)
여주 여흥체육공원(경기도 여주시)

1,000(W) × 500(H) × 1,000(D)

1,000(W) × 500(H) × 1,200(D)

1,000(W) × 500(H) × 1,500(D)

- 그외 성형물

가드락 | GUARD-ROCK
나라장터
등록제품

- 자연석보다 더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천연석의 질감과 색상
- 빠르고 간편한 조립식 시공으로 시공성 용이
- 그리드 포설 불가한 협소한공간의 절·성토부 적용으로 부지 이용 효율 극대화
- 습식블록이며, 공장 일괄 생산에 의한 균일한 품질
- 주위 환경에 맞춰 직선, 곡선 등의 자연스러운 구조물 시공 가능
- 기존 블럭 대비 빠르고 간편한 조립식 시공으로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 구조적 안정성, 경제적 시공

제품 구분

규격명
가드락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GUARD-ROCK GD-1

상단 온장 블록

담장 3면 중단 온장

담장 2면 중단 온장

기본 반장 블록

1,000(W) × 500(H) × 1,000(D)mm

1,000(W) × 500(H) × 500(D)mm

1,000(W) × 500(H) × 500(D)mm

500(W) × 500(H) × 1,000(D)mm

조달청 식별번호
24590964

가드락(B)
가드락
(B) GUARD-ROCK GD-B1

24590965

가드락

GUARD-ROCK GD-2

24769570

가드락

GUARD-ROCK GD-3

24769571

가드락

GUARD-ROCK GD-4

24769572

가드락 표준 단면도

서둔동 자동차매매센터 건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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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제품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양원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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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식 경관옹벽 | 레디락 REDI-ROCK

레디락 제품규격

레 디락

상단 온장

중단 온장

중단 온장(60")

하단 온장

1,170(W) × 457(H) × 710(D)mm

1,170(W) × 457(H) × 1,030(D)mm

1,170(W) × 457(H) × 1,520(D)mm

1,170(W) × 457(H) × 1,030(D)mm

당진꿈나래학교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레디락 | REDI-ROCK
나라장터
등록제품

- 자연석보다 더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천연석의 질감과 색상
- 빠르고 간편한 조립식 시공으로 시공성 용이
- 그리드 포설 불가한 협소한공간의 절·성토부 적용으로 부지 이용 효율 극대화
- 습식블록이며, 공장 일괄 생산에 의한 균일한 품질
- 주위 환경에 맞춰 직선, 곡선 등의 자연스러운 구조물 시공 가능
- 기존 블럭 대비 빠르고 간편한 조립식 시공으로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 구조적 안정성, 경제적 시공
제품 구분

규격명
레디락(B)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담장2면 온장

담장3면 중단 온장

캡 블록

1,170(W) × 457(H) × 584(D)mm

1,170W) × 457(H) × 584(D)mm

1,170(W) × 150(H) × 720(D)mm

조달청 식별번호

REDI-ROCK RD-B

22973434

레디락플러스 REDI-ROCK PLUS

22887072

레디락(S)

REDI-ROCK RD-S

22973433

레디락가든

REDI-ROCK-GD

23997523

레디락 캡&스탭 REDI-ROCK RD(C&S)

코너 블록
585(W) × 457(H) × 584(D)mm

24769568

레디락 표준단면도

콘크리트

잡석기초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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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제품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양 지축 A-1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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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식 경관옹벽 | 코뉴락 CONEW-ROCK

"빠르고 간편한 시공! 구조적 안정성! 우수한 경관미!"

코뉴락 제품규격

코뉴락

기본 온장 블록

기본 슈퍼 블록

상단 온장 블록

1,400(W) × 715(H) × 1,000(D)mm

700(W) × 715(H) × 1,500(D)mm

1,400(W) × 480(H) × 700(D)mm

동점초 외부환경 개선공사(강원도 교육청)

코뉴락 | CONEW-ROCK
나라장터
등록제품

- 자연석보다 더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천연석의 질감과 색상
- 빠르고 간편한 조립식 시공으로 시공성 용이
- 그리드 포설 불가한 협소한공간의 절·성토부 적용으로 부지 이용 효율 극대화
- 습식블록이며, 공장 일괄 생산에 의한 균일한 품질
- 주위 환경에 맞춰 직선, 곡선 등의 자연스러운 구조물 시공 가능
- 기존 블럭 대비 빠르고 간편한 조립식 시공으로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 구조적 안정성, 경제적 시공

제품 구분

규격명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코너 블록(좌,우)
1,400(W) × 715(H) × 700(D)mm

상단 코너 반장 블록
700(W) × 480(H) × 650(D)mm

캡 블록
1,257(W) × 150(H) × 724(D)mm

스텝다운 블록
350(W) × 350(H) × 950(D)mm

조달청 식별번호

코뉴락

CONEW-ROCK

23180175

코뉴락가든

CONEW-ROCK-GD

23997525

코뉴락 캡&스탭 CONEW-ROCK CN (C&S)

24769569

코뉴락 표준단면도
상단석
지표면

1:0.042[약 2.3도]

옹벽 높이

부직포(3 t/m)

배수층
(골재 Ø40mm 이하)

콘크리트 or 잡석 기초

유공관
(D200mm)

연화장 진입로 인도확장공사 (경기도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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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제품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지~매산간 도로개설공사 (2구간) (경기도 광주시 미래전략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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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식 경관옹벽 | 버티락 VERTI-ROCK

버티락 제품규격

버 티락

DETAIL VIEW
기본 온장 블록

상단 온장 블록

1,000(W) × 500(H) × 700(D)mm

1,000(W) × 500(H) × 700(D)mm

둔내면 마암리 628-78번지 조성공사

버티락 | VERTI-ROCK
나라장터
등록제품

- 자연석보다 더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천연석의 질감과 색상
- 빠르고 간편한 조립식 시공으로 시공성 용이
- 그리드 포설 불가한 절·성토부 적용 가능, 부지 이용 효율 극대화
- 습식블록이며, 공장 일괄 생산에 의한 균일한 품질
- 주위 환경에 맞춰 직선, 곡선 등의 자연스러운 구현 가능
- 기존 블럭 대비 빠르고 간편한 조립식 시공으로 운반·시공 비용 절감
- 구조적 안정성, 경제적 시공

제품 구분
버티락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규격명

조달청 식별번호

VERTI-ROCK VR-1

23719109

버티락(B) VERTI-ROCK VR-B1

23719107

버티락

23719110

VERTI-ROCK VR-2

버티락(B) VERTI-ROCK VR-B2

기본 반장 블록
500(W) × 500(H) × 700(D)mm

기본 코너 블록(좌,우)
1,000(W) × 500(H) × 550(D)mm

23719108

버티락 표준단면도
상단석
지표면

부직포

옹벽높이
[@500]

[3 t/m]

배수층
[Ø40mm 이하]

지표면
유공관
[D200mm]
콘크리트 or 잡석기초

고문리 소교모 다목적 체육관 (경기도 연천군)

15 | Best Co Best New, CONEW

※ 실제 제품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둔내면 마암리 628-78번지 대지조성공사

www.conew.co.kr | 16

옹벽을
디자인
하 - 다

빠르고 간편한 시공,
천연석의 질감과 색상을 완벽히 재현,
저탄소 공법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친환경 옹벽,
옹벽 외관을 조형화하여 차별화 된 경관미를 제공 합니다.

시공 사례
19 택지개발, 산업단지
21 도로,터널
25 하천, 교량, 수변지역
27 학교
29 골프코스, 리조트, 공원
31 아파트, 단지, 주택
33 긴급공사, 재해복구
35 기타
37 특수시공

여흥체육공원 조성사업, 경기도 여주시
www.conew.co.kr | 18

중력식 경관옹벽
시공 사례

택지 개발, 산업 단지

대구 연경지구 조경공사 (LH공사)

세종 조치원읍 침산리 근린생활신축공사

설악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포천,연천지사)

송악읍 소재지 종합 정비 공사 (충청남도 당진시)

가평군 북면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경기도 가평군)

대구 원대동1가 633번지 (대구광역시 서구)

김포 고촌 물류센터 공사 (현대건설)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시설 공사 (한국가스공사)

둔내면 마암리 628-78번지 조성공사

빛그린 산업단지 1-1공구 (LH공사)

이천부발 근린생활 신축공사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1-2지구 조경공사( LH공사)

서울 양원공공택지지구 (LH공사)

신일전자 창고부지 옹벽공사

안골마을 사면정비 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탄3-3공구 택지조성공사 (LH공사)

19 | Best Co Best New, CONEW

※ 실제 제품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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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식 경관옹벽
시공 사례

도로, 터널

화성 제부도케이블카 건설공사

박달동 적환장주변 보도 설치공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성전자 주변 도로개설공사 (삼성전자)

부산-산성터널접속도로( 부산건설본부)

장지~매산간 도로개설공사 (경기도 광주시 미래전략사업본부)

다산신도시 지구외도로(1-5호선)확장공사 (경기도시공사)

홍제교 가설공사 (강원도 강릉시)

캠프하우즈 공원진입도로 조성사업 (경기도 파주시)

마산~산하간 도로확포장공사 (경기도 건설본부)

쌍동리 도곡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동탄 4-1 생활권 공사 (LH공사)

여주 주내로 보행자도로 (경기도 여주시)

화성시 반월지구 접속도로 (경기도 화성시)

21 | Best Co Best New, CONEW

※ 실제 제품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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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식 경관옹벽
시공 사례

도로, 터널

동탄 2지구 고지대 배수지 진입도로 (LH공사)

동탄영업소 방호벽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경기도 화성시)

아산 탕정지구 조경공사 4공구 (LH공사)

인천 서창2지구 신천IC 연결도로 공사 (LH공사)

구포대교~대동수문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성황5길 소로2-198호 보도설치 공사 (충청남도 천안시)

23 | Best Co Best New, CONEW

수원 지지대사거리 외곽순환도로 공사 (수원외곽북부도로사업소)
※ 실제 제품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사방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교산로 산책길 사계절 조성공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중촌경로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www.conew.co.kr | 24

중력식 경관옹벽
시공 사례

하천, 교량, 수변지역

원주 단계천 생태복원사업 (한국환경공단)

홍제교 가설공사 (강원도 강릉시)

수원산업단지 2단계 저류지 옹벽공사 (경기도 수원시)

송파 위례 택지2공구 창곡6교 옹벽공사 (LH공사)

수원천 석축 정비공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양평 양수대교 교대주변 옹벽공사 (경기도 건설본부)

수원산업단지
저류지
옹벽공사(경기도
장지
배수펌프장2단계
유수지
보수보강공사
(경기도 수원시)
광주시)

수원천 석축 정비공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비산교 하부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경기도 안양시)

25 | Best Co Best New, CONEW

비산3동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경기도 안양시)
※ 실제 제품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석수1동~경인교대 도로개설공사(경기도 안양시)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조성공사 (백운아침)

송파 위례 2공구 창곡천 옹벽 공사 (LH공사)

www.conew.co.kr | 26

중력식 경관옹벽
시공 사례

학교

화성고등학교 옹벽공사 (경기도교육청)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운동장 옹벽공사

북창초 외부환경개선공사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하남고등학교 (LH공사)

인천도화지구 이비즈니스 고등학교 (인천도시공사)

인천 도화지구 서화초등학교 진입로 공사 (인천도시공사)

당진초등학교 환경개선 사업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당진나래학교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안성 고삼초등학교 옹벽공사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동탄 4고 21초 (청림초등학교) 조성공사 (LH공사)

창성중 외 3교 통합 신축공사(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성보경영고 체육관증축공사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여고 외부환경 개선사업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인흥초 산불재해복구 및 부대시설공사 (강원도 고성교육지원청)

부천여중 담장개선공사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광교 이의6중 교사 신축공사 (경기도 교육청)

27 | Best Co Best New, CONEW

※ 실제 제품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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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식 경관옹벽
시공 사례

골프코스, 리조트, 공원

태조산공원 시설물 교체공사 (충청남도 천안시)

수원 무궁화원 옹벽 재가설공사 (경기도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더크로스비 골프클럽 조성공사

성남 시청공원(저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 (경기도 성남시)

옥천 향수호수길 생태광장 (충청북도 옥천군)

여흥체육공원 조성사업 (경기도 여주시)

여수 안산근린공원 (전라남도 여수시)

29 | Best Co Best New, CONEW

무학산 공원 조성공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 실제 제품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원 영흥공원 개발사업 (새천년수원)

세종시 역사공원 조성공사 (LH공사)

반월4지구 어린이공원 (경기도 화성시)

www.conew.co.kr | 30

중력식 경관옹벽
시공 사례

아파트, 단지 조성, 주택

구로항동지구 7BL 제일풍경채아파트 (LH공사)

31 | Best Co Best New, CONEW

옥천읍 금구리 계룡 리슈빌

아인수림공원 스마트 물놀이공원 조성사업 (충청남도 금산군)

진주 아모리움 아파트

두모리 기반시설 정비공사 (충청북도 청주시)

강원도 홍천군 개인주택

여주 대신면 개인주택

광진 그랜드파크 e-편한세상

고양 지축 A-1BL 아파트건설공사 4공구 (LH공사)

양지면 남곡리 개인주택

양지면 남곡리 개인주택

세종시 1-1 생활권 조경사업 (LH공사)

창원 센텀파리디아 아파트 옹벽 공사

평택 포승읍 개인주택

평택 포승읍 개인주택

※ 실제 제품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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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식 경관옹벽
시공 사례

긴급 공사, 재해 복구

송현동 295-64일원 위험사면 정비공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흑석동 하수관거 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정상지구) 재해복구사업 (강원도 삼척시)

군도11호[초곡4지구] 재해복구 사업 (강원도 삼척시)

현상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강원도 양양군)

부평 도로 보수 공사

33 | Best Co Best New, CONEW

부평 도로 보수 공사
※ 실제 제품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도11호(임원2지구) 재해복구사업 (강원도 삼척시)

군도11호[갈남지구6-7구간] 재해복구사업 (강원도 삼척시)

군도11호[갈남지구6-7구간] 재해복구사업 (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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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식 경관옹벽
시공 사례

기타

용인 신갈동 더원병원

하남감일 공공택지지구 조성공사 (LH공사)

인천 서구 석남동 군시설 철거 및 부지조성공사 (1구간)

인천 서구 석남동 군시설 철거 및 부지조성공사 (2구간)

매향동 21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공사 (경기도 수원시)

충남도청 이전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운영센터 (LH공사)

호평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롯데 용인 정보센터 신축공사

35 | Best Co Best New, CONEW

안양 박달 하수처리장
※ 실제 제품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이재 약수터 조성사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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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식 경관옹벽
시공 사례

특수시공 모음
- 계단

- 타옹벽 접합

충남도청 이전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운영센터 (LH공사)

가평군 북면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화성시 반월지구 접속도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2) A63블록 아파트건설공사 15공구 (LH공사)

롯데 용인정보센터 신축공사

캠프하우즈 공원진입도로 조성사업 (경기도 파주시)

광교 이의 6중 신축공사 (수원시교육지원청)

석수 1동~경인교대 도로개설공사 (경기도 안양시)

세종시 역사공원 조성사업 (LH공사)

광주시 오수관로 공사 (경기도 광주시)

마산~산하간 도로확장공사 (경기도 건설본부)

홍제교 가설공사 (강원도 강릉시)

신당동 유보라스테이 신축공사

설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세종 행복 6-4공구 (LH공사)

송파 위례 2공구, 창곡6교(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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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제품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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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식 경관옹벽
시공 사례

특수시공 모음
- 펜스

김포 고촌 공장부지

송악읍소재지 종합정비공사

수원천 석축공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 석축공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삼성전자 주변 도로개설공사

동탄신도시 택지개발지구 1-2공구 (LH공사)

수원무궁화원 옹벽 재가설 공사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여흥체육공원 조성사업 (경기도 여주시)

장지~매산간 (중로1-15호선) 도로개설공사 (2구간)

강원도 노암동 일원 보도정비공사 (강원도 강릉시)

동탄(2) 4고 21초 (LH공사)

구로항동 7BL (제일풍경채 아파트현장)

성황5길 (소로-198호) 보도설치 (충청남도 천안시)

구포대교~대동수문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산건설본부)

성남여고 외부환경개선사업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화성고등학교 옹벽공사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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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식 경관옹벽
주식회사 코뉴

시공 실적 ( ~ 2022년 08월)
년도
2022

프로젝트명

발주처

년도
2022

프로젝트명

발주처

DB손해보험인재개발원

(주)우일

원주단계천생태복원사업

한국환경공단

SR7지장물이설공사

삼성전자

원주혁신4BL 아파트 건설공사

제일풍경채

가스보일러 설치 토목공사

국립생태원

육군00여단훈련장

LH공사

경기광주 도곡초등학교

경기도 광주시

인천연수구 동춘1구역

남우엘앤씨(주)

고성산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경기도 안성시

고양지축A-1BL아파트건설공사4공구

LH공사

천안신일전자창고옹벽공사

신일전자

과천GB해제지역도로공사

경기도 과천시

팔탄우회도로개설공사

LH공사

광주농성1BL 건설공사

(주)건영

평택미군부대하천 2022

주한미군

군산신역세권조성사업

LH공사

학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경상북도 포항시

군위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경상북도 군위군

해운대구반송동보행환경개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김포마송B-3블록공동주택건설공사

경상남도 양산시

향수호수길 기반시설 조성공사

충청북도 옥천군

김포마송B5행복주택현장

DL이엔씨

향수호수길생태광장조성공사

충청북도 옥천군

남원화장품지식산업센터

(재)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

홍천복합문화센터건립공사

강원도 홍천군

내건지리도로공사

경기도 안성시

화성 정남면 혜경궁홍씨 베이커리내 옹벽공사

윤진건설

(내포)스마트도시 운영센터 신축공사

LH공사

2021

능서기적의 도서관 진입로 공사

신우건설(주)

다산진건지구 북부간선도로 Ramp-B 확포장공사

경기도시공사

119헬기구조대현장

LH공사

달성군~옥포강림임대주택

대구광역시 달성군

18-공-00성능개량사업

국방시설본부

대량2지구 급경사지

전라북도 진안군

2021년 사방사업 (대전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탄2지구고지대배수로진입도로

LH공사

21-관급-1 가평정 비대도로포장

공군제2방공포여단

두현저수지일원도로확포장공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강천가는 오색단풍길 조성사업

전라북도 순창군

마포 풍농고가복합타워신축공사

롯데건설

검단신도시개발사업1단계조경공사

인천도시공사

모산~소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기도 안성시

고덕교확장 및 보도설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무주 머루와인전시장

전라북도 무주군

고삼초면보호블록공사

안성교육지원청

법성포초등학교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

부산동삼동단지개발

HJ중공업

고양 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

LH공사

부산북부경찰청 어린이집 신축공사

부산북부경찰청

고양시 사리현ic도로개설

경기도 고양시

부산서구 서대신5구역

HJ중공업

고양지측A-1 BL아파트건설공사4공구

LH공사

부천 연세 성전 신축공사시설 조성공사

부천교회

광진그랜드파크e-편한세상

DL건설

부천장안근린공원 조성공사

경기도 부천시

군산 신역세권 도시개발사업

LH공사

북창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기안지구도시계획도로

우방건설

사기막골천 소하천 정비공사

경기도 과천시

나곡초교입구삼거리 교통환경개선사업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남양주시

삼송취락소로2-398

경기도 고양시

농어촌도로203호선 도로개설공사

서둔동자동차매매센터건립공사

청도건설

다보네가구 일원 외 1개소 재해복구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서산 대열보일러공장신축

미조경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현장

경기도시공사

서천 생활체육관 건립공사

충청남도 서천군

대전산단재새지구기반시설

대전광역시청

성보경영고체육관증축사업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동점초 외부환경개선공사

강원도교육청

소로1-209호선

LH공사

동탄-고덕 연계 열수송관공사

지역난방공사

수원연화장진입로확장공사

경기도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두모리기반시설정비공사

충청북도 청주시

수원천 석축정비공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리배수지 사면 주차장 조성공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원천석축3차(팔달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망일봉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경상남도 통영시

수지구도로환경개선2공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무의지소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안성시 추모공원주차장조성공사

경기도 안성시

봉담 동화마을 생태공원 꽂길 조성사업

경기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안양 관양고주변 도시개발사업

경기주택공사

영신여고 옹벽개선공사

구산종합건설

부산공고 주변정비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영월음식물류폐기물 저장시설 설치공사

강원도 영월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부산서구새뜰마을사업 구역내 도로개설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영월캠핑장조성공사

(주)비브릿지레저산업

부천여중 담장개선공사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오목천동 재개발 공사

쌍용건설

삼어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천군향수호수길기반조성

충청북도 옥천군

상품중체육관환경개선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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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식 경관옹벽
주식회사 코뉴

시공 실적 ( ~ 2022년 08월)
년도
2021

프로젝트명

발주처

년도
2020

프로젝트명

발주처

154KV 평해S/S GIS화 토건공사

평해변전소

석남사 진입로 경관개선공사

경기도 안성시

세종대왕릉자전거도로

경기도 여주시

검단신도시 조경1-2공구

LH공사

소로1-213호선 도로확장공사

경기도 고양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주택현장)

(주)에스에이치종합건설

송파위례3공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일(고토일)탄광 수질정화시설

광해관리공단

수락산스포츠타운조성공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문리 소교모 다목적 체육관

경기도 연천군

수원 영흥공원 개발사업

천년나무

고양 오금동 큰골 취락 진입공사

경기도 고양시

수원 호매실동 두레뚤공원 계단 및 경사로 설치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관양중 외부환경개선공사

관양중학교

시흥 장현지구 상업6블록

제일풍경채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시흥시 포동347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경기도 시흥시

군도11 호(갈남1 지구)재해복구사업

강원도 삼척시

신길12구역 주택재개발

신길 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군도11 호(임원2지구)재해복구사업

강원도 삼척시

신동엽시인의 길 조성

충청남도 부여군

군도11 호(조곡4지구) 재해복구사업

강원도 삼척시

아산배방블럭형단독주택

(주)삼흥건설

군산 신역세권 2공구 옹벽설치공사

LH공사

아인수림공원 스마트 물놀이공원 조성사업

충청남도 금산군

김포 감정동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저류조)공사

김포 감정동 지역주택조합

안산 광덕공원 조성공사

경기도 안산시

남산동 도시계획도로(중3-16) 재해복구사업 옹벽블록

경상북도 경주시

양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

태룡토건(주)

당감동 동평로116번길 일원 도로개설공사(진구정)

부산광역시 진구

여주도시계획도로(중로2류15호, 도장골~삼양목재) 개설공사

경기도 여주시

당진나래학교 신축공사

충정남도 당진교육지원청

오산세교2지구 조성공사(3공구)

LH공사

도초 초등학교 학교부지활용 통학로 설치사업

전라남도 신안군

원삼중 옹벽공사

경기도 용인교육청 원삼중학교

동두천 치유의 숲 조성공사

경기도 동두천시

원주단계천 생태복원사업

한국환경공단

동탄 K-CITY TOWER 신축공사

에이스건설

월산동 1구역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반도건설

뒷골천 소하천 정비공사

경기도 과천시

이천 중포3지구 대원칸타빌 신축공사

대원건설

롯데용인정보센터신축공사

롯데정보통신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내 사면보강공사(8차)

충청남도 금산군

릇데정비기술(주)신규 센터동 증축공사

롯데정보통신

인전검단신도시 소로1-2공구

LH공사

매향동 21번지 일원 주자장 조성공사(옹벽블록)

경기도 수원시 화성사업소

장성초 외부환경개선 공사

강원도교육청

목감1유치원신축공사

경기도교육청

장지~매산간(중로1-15호선)도로개설공사(2구간)

경기도 광주시

목포 서희아파트 건설공사

서희건설

장지배수펌프장 유수지 보수보강

경기도 광주시

박달동 적환장주변 보도설지공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 교대역일원 도로개설공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집현유초등학교 신축공사

세종특별치시 교육청

부산 구서초등학교

구서초등학교

초등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사업(서호초교)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사직단조성 사업장 주변 기반시설 정비공사

부산광역시 동래구

캠프하우즈 공원진입도로 조성사업

경기도 파주시

삼성전자주변 도로개설공사

삼성전자

태조산공원 시설물 교체공사

충청남도 천안시

상북석계도시계획도로(소3-1 호선 )개설공사

경상남도 양주시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경기도 오산시

서정초등학교 석축보수공사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평택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현대엔지니어링

서천 군사리 군계획시설 (소2-102호)개설공사

충청남도 서천군

평택 홍원초 체육관 증축공사

경기도평택교육청

성남 시총공원 (저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

경기도 성남시

평택고덕 A43블럭

호반건설

세운상가 연결 보행네트워크 조성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평택진위3산단 EDT공장 신축공사

EDT

세종 6-4생활권 옹벽공사

LH공사

하남감일지구 근생5-1

LH공사

세종시 해밀유치원 신축공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하남시 덕풍동 타운하우스 건립공사

LH공사

수원무궁화원 옹벽 재가설 공사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현산공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강원도 양양군

수원천 석축 정비공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호평동공영주차장

남양주도시공사

시흥 장현지구 B5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일건설 제일풍경채

화성 제부도케이블카 건설공사

동명기술단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LH공사

화성동탄2단계조성공사

LH공사

신월6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성동탄제로에너지임대리츠2호산업

LH공사

안골마을 사면정비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단지조성공사

대관령풍력

안성맞춤박물관 공간 환경개선공사

경기도 안성시

수원천 석축 정비공사(2차)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안성시 추모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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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식 경관옹벽
주식회사 코뉴

시공 실적 ( ~ 2022년 08월)
년도
2020

2019

프로젝트명

발주처

양교사거리~어연리간 도로확포장공사

경기도 평택시

양북 장항 우품소하천 보수보강공사

년도
2019

프로젝트명

발주처

당진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경상북도 경주시

대전죽동 성당 도로부 법면 보수보강공사

LH공사

양주 연세요양병원 진입로 옹벽공사

신안의료재단

도곡지구 용배수로수리시설개보수사업

한국농오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화순지사

양평 백현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경기도 양평군

동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

강원도 동해시

여주 여흥체육공원 옹벽공사

경기도 여주시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구역내 도로개설공사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오산대로3-5호선 개선공사

경기도 오산시

물금동일도시계획도로(중1-27호선)개설공사

경상남도 양산시

오수관로 정비사업

경기도 광주시

반교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

충청남도 부여군

옥천읍 금구리 계룡 리쉬빌

계룡건설

반월지구 접속도로 개설공사[반월중로3-11호선 외2개

경기도 화성시

울진초등학교 옹벽공사

경상북도 울진교육청

부산-울산 복선철도 5공구(동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의정부고산지구S3/BL

LH공사

부여 신동엽 생가 주변 정비공사

충청남도 부여군

이천 부발 근생시설 신측공사

테라종합건설㈜

비산3동 비산체육공원 주변도로개설공사(2단계)

경기도 안양시 도로교통사업소

이천 행복모아 제빵공장

sk하이닉스

빛그린산업단지 조성공사 1-1공구

LH공사

장항초등학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충청남도 서천군

산성터널 접속도로 3공(회동 IC Ramp-D)

부산건설본부

잿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경기도 의왕시

서천 코아루 새천년아파트

한국투자신탁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정상지구)재해복구사업

강원도 삼척시

서천군 치매안심센터 신축부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군공설봉안당 영명각 증축공사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군도14호(마서~송석)도로 공사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군사리 군계획시설(소2-102호)개설공사

충청남도 서천군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토목)

LH공사

성복동 롯데캐슬아파트 현장

롯데건설

세종 제2특성화고등학교 신축공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신축공사 부대토목공사

충남대학교

송악읍소재지종합정비공사 - 2차

충청남도 당진시

수리바위관광자원화사업장기계속공사(1차분)관급

충청남도 부여군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건립공사

경상북도 경주시

수원 SK V1 Motors 신축공사

SK V1 모터스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수원외곽순환북부사업소

승가원 희망행복마을신축공사

승가원

신당동 유보라 스테이 신축공사

반도건설

아산 사업장 공실 신축공사

대양건설(주)

아산시 방축동 KD아파트 신축공사

KD건설

아산탕정지구 택지조성공사 4공구

LH공사

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중력식 블록 구입 18-392

전라남도 여수시

조원고~수일고 보행환경 개선사업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조치원중학교 이전신축공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내로(주앙교회)일원 보도설치공사

경기도 여주시

중구성곽옹벽 보수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진주 아모리움아파트 현장

㈜건영

청주 더삽퍼스트파크

포스코건설

퇴계초중학교 신축공사

강원도교육청

팔탄도시계획도로 소로3-9호선

경기도 화성시

평택고 기숙사 증축공사

경기도 평택교육청

평택시 도일동 883-7

성해토건중기

하남감일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

LH공사

화산도시계획도로 2-2호선 개설공사

경기도 화성시

화천 동서 녹색평화도로 공사

강원도 화천군

황지고 부대시설공사

강원도교육청

휴-포레스트 기반시설 조성공사

충청북도 옥천군

2019 광주 엄미리 도로유지보수사업

경기도 광주시

가평 북면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경기도 가평군

강릉시 노암동(교육청)일원 보도정비공사

강원도 강릉시

안성 고삼초등학교 개선공사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강릉유천더테라스아리스타

대양종합건설㈜

양지근린공원 조경공사

경기도 용인시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402 현장

(주)장석건업

여주 상품~명품보행자도로

경기도 여주시

공세동 휴 스토리현장

휴건축사무소

영진건설 기숙사 신축공사

영진건설(주)

과천 정수장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경기도 과천시 맑은물사업소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오색주차장1 조성공사

강원도 양양군

과천고 교내 포장 및 담장 개선공사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와룡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전라북도 진안군

광교이의5중 신축공사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의왕롯데복합쇼핑몰 신축공사

롯데주류

구로항동지구 7BL제일풍경채아파트현장

제일풍경채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외도로 확포장공사

의왕백원PFV㈜

국제산업물류도시(1,2단계)조성공사 7공구(쇄산공원)

부산도시공사

이천 호법 하모니 컨트리클럽 조성공사

하모니CC

금산군 신대등2도로정비 공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인천 서창2지구 신천IC 연결도로

LH공사

김포고촌물류센터증축공사

현대건설

인흥초 산불재해복구 및 부대시설공사

강원도 고성교육지원청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2공구)

경상북도 상주시

일광면 용천리 556번지 일원 도로비탈면복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남양주 별내A1-5BL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계룡건설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제1공구건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다산신도시 지구외도로(1~5호선)확장공사

경기도시공사

주성엔지니어링R&D센터신축공사

주성엔지니어링

45 | Best Co Best New, CONEW

www.conew.co.kr | 46

중력식 경관옹벽
주식회사 코뉴

시공 실적 ( ~ 2022년 08월)
년도
2019

2018

프로젝트명

발주처

년도
2018

프로젝트명

발주처

서천읍 사곡리 신영아파트 사면 계단설치 공사 관급자재

충청남도 서천군

주식회사 부건

서천읍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충청남도 서천군

태안권 비정류장

㈜우신건설

성복동성마리아 요셉본당 교육관 및 주차장 증축 공사

천주 교구

팔탄우회도로개설공사

LH공사

세정골 보도 설치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하남 감일~초이간 도로개설공사(남측구간)

LH공사

송우초 외부환경개선공사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하다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관급자재

경기도 여주시

송현동 295-64번지 일원 위험사면 정비공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결아스콘환경개선사업

㈜한결아스콘

수원외곽순환도로

수원외곽순환북부사업소

호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강원도 삼척시 하수도사업소

숙지공원 물놀이장 조성공사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홍제교 가설공사

강원도 강릉시

엄광산 복지숲 조성사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화산도시계획도로 중로2-4호선 개설공사

경기도 화성시 동부출장소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오색주차장2 조성공사

강원도 양양군

화성동탄(2) 5-1공구

LH공사

용인 더 원병원신축공사

더 원병원

화성동탄(2) A63BL 아파트건설공사 15공구

LH공사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의왕백원PFV㈜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3-1공구)

LH공사

인천 대헌지구 부지조성공사

LH공사

효봉길 절개지 정비공사(2019관내 도로보수공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진주 옥봉지구 새뜰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LH공사

흑석동 하수관공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천안청수도서관 건립공사

천안시 도시건설사업소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진출입로개선공사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사무소

천왕~광명(금오로) 도로개설공사-자연형옹벽블록

경기도 시흥시

19년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보강공사

충청남도 서천군

퉁소바위공원 옹벽 및 진입로 정비공사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AJ셀카 안성경매장 진입도로 조성공사

경기도 안성시

평택미군기지(하천옹벽공사)

주한미군

REPAIR BLUILDING S-371(평택미군부대)

미군청

하남미사 공공 주택지구 조경공사(3공구)

LH공사

가산초교 담장공사 관급자재(디자인형울타리 외1건)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화성 동탄 21초,4고(가칭) 신축공사 현장

LH공사

가산초등학교 담장공사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

강남순환 8공구

강남순환고속도로

거제1동 법원북로 ~거제대로간 도로개설공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경상남도 거제시

광명명문고옹벽공사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공주산림휴양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충청남도 공주시

괴안체육공원 사면 보수보강사업

경기도 부천시

구포대교~대동수문간 도로개설공사

부산건설본부

구영선사공원자연마당조성사업 콘크리트호안블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2차분)

충청남도 서천군

국지도70호선 여주 이포리 보행환경 개선공사

경기도 건설본부

궐리사 학당 절개지 옹벽 설치공사

경기도 오산시

군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2차분) 정비기반설치공사

충청남도 서천군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1공구)

경상북도 상주시

군사지구(2공구) 옹벽설치공사

충청남도 서천군

남양주 다산·진건 택지공사 1공구

경기도시공사

내장산CC 건설공사

내장산cc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경공사 1공구

경기도시공사

대구연경지구 조경공사

LH공사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경공사 3공구

경기도시공사

대헌학교주거환경개선지구

LH공사

동탄 신안 인스빌 아파트현장

신안건설

동탄영업소 방호벽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경기도 화성시

마산-산하간 도로확.포장공사

경기도건설본부

매향리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관급자재(조립식 자연형 옹벽블록)

화성도시공사

백양마을 주차장공사 및 산책로 조성공사

경동건설

무학산 공원 조성공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설주차장 조성공사

충청남도 서천군

문수 여유만만 여가녹지 조성사업

울산광역시 남구

산양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홍성지사

문화공원 2지구 조성공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삼척교 상부 보수,보강공사

강원도 삼척시

밤고개로 확장공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주~영덕 고속국도(15공구)

한국도로공사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구광역시 서구

상현 꿈에그린 아파트현장

한화건설

부산중앙도서관주차장

부산광역시중앙도서관

서천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충청남도 서천군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관리공사

LH공사

석수1동 경인교대~삼막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경기도 안양시

비래사 앞 공중화장실 옹벽 보수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설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뿌리공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대전광역시 중구

성남여고 외부환경 개선공사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산림공원조성공사(백석동)

충청남도 천안시

성주산 남포오석테마거리 조성사업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어린이대공원-옹벽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성황5길(소로2-198호)보도설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조성공사

충청남도 서천군

송악읍소재지종합정비공사 -1차

충청남도 당진시

서천야구장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

충청남도 서천군

송파위례신도시2공구

LH공사

진접읍 진벌2리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경기도 남양주시

철원 문혜리 태양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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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식 경관옹벽
주식회사 코뉴

시공 실적 ( ~ 2022년 08월)
년도
2017

2016

프로젝트명

발주처

년도
2015

프로젝트명

발주처

다봉산공원 조성공사

경상북도 구미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동탄 3-3공구 1-15호선 옹벽공사

LH공사

강원도 삼척시

부산 명장 상하수도사업소 진입로공사

명장상하수도사업소

안동시 안막소로(3-206)개설공사

경상북도 안동시

서천 군사지구 주거환경개선공사

충청남도 서천군

오금 공공주택지구 택지조경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충청남도 서천군

용인 중1-53호 개설공사(2공구)

경기도 용인시

성북구 우이천 제방정비공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용인상현교차로 개선사업

경기도 용인시

수원산업단지 2단계 조성공사

경기도 수원시

우이동(신우이교옆) 보도교 설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양변전소 지중화사업

한국전력공사

읍내동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충청남도 서산시

양재~ 기흥간 고속국도 확장공사

한국도로공사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조성공사

의왕백원PFV㈜

양평 양수대교 교대 옹벽공사

경기도건설본부

이안 파온파이에하우스 신축공사

이안

우이천 제방정비공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익산~대야 복선전철 1공구

철도시설공단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옹벽공사

원주 세브란스병원

인수천 노후옹벽 정비공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선마을 농산어촌 새뜰마을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인천도화지구내 옹벽공사

인천도시공사

중구 구계 도로확장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종합문화복지센터

강원도 영월군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운동장

청운대학교

전곡리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조경공사

경상북도 울진군

팔달구 교동 봉괴위험지구 긴급공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성중외(3교통합) 건립공사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평창 슬라이딩센터

강원도 평창군

파주 프로방스(팀펄리가든)

프로방스

화성 향남읍일원 도로선형변경공사

경기도 화성시

평택미군부대(주차장)옹벽공사

주한미군

부산롯데 복합쇼핑몰 건립공사

롯데주류
강원도 춘천시

승두-신두간 도로확포장공사

경기도 안성시

신지~고금교차로건립공사
심포리 유리조형테마파크 진출입로 선형개량공사

2014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1-2공구)

LH공사

북한강 자전거길 조성공사(자재)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4-2공구)

LH공사

서울시 중구 신당동 도로확장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강남순환도로5공구 도로공사

강남순환고속도로㈜

설악델피노리조트 보수공사

대명건설

경주 석계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성호산업개발

성남시 은행 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LH공사

고양삼송지구 아파트공사

LH공사

세종시 1-1 생활권 조경공사 1공구

LH공사

광교산로산책길꽃길조성공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세종시 역사공원 조성공사

LH공사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공사

구리포천고속도로(주)

시흥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경기도 시흥시

금산엑스포부지조성공사

충청남도 금산군

안동천연가스발전소 설립공사 (자재)

한국남부발전

금산웨딩타운 사면보강 및 광장포장공사

충청남도 금산군

여주시 점등로 도로개설공사

경기도 여주시

김포펌프장 건립공사

LH공사

예산시 구산과대 부지조성공사

충남개발공사

도화지구 진입도로공사

인천도시공사

용산 시티파크 건립공사

대우건설

박달중학교옹벽공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원주기독병원 정비공사(자재)

원주기독병원

반월4지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ST 유나이티드

음성~충주7공구 도로개설공사

한국도로공사

삼계~구문천 도로확포장공사

경기도건설본부

가산노블리제골프장 보수공사

가산골프장

서울대공원 야구장 조성공사

과천서울대공원

강원도청 주차장부지 조성공사

강원도청

서천군사리환경개선사업2차

충청남도 서천군

고양시 내유초등학교 보수공사

경기도 고양시

송파위례2공구 탄천(창곡천)변 옹벽공사

LH공사

군포~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자재)

경기도 군포시

오이도길 자전거도로 개선공사

경기도 시흥시

남여주골프장 9홀증설공사(통행로)

남여주골프장

용인 상현교차로 옹벽공사

경기도 용인시

남한산성 불당리 전원주택

민간

인재개발원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

서울시 인재개발원

삼척 그린파워 사택신축

한국남부발전

정릉길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정릉길)설치공사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서천 군사리 주거환경사업(자재)

충청남도 서천군

제설 및 도로유지관리 창고조성공사

서울시 양천구

서천 사곡리 도로공사(자재)

충청남도 서천군

평창슬라이딩센터조성사업

강원개발공사

원주시 단계지구 정비사업(자재)

강원도 원주시

평택미군부대 옹벽공사

주한미군

월문리 한국자동도어 공장 설립공사

한일자동도어

한탄강이설댐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청원 풍양조씨 묘지조성공사

풍양조씨

화성고등학교 옹벽공사

경기도교육청

충주 롯데주류 맥주공장 주차장 법면

롯데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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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증 현황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단체표준제품인증서

LH 우수 신기술(제품) 선정확인서

수원 영흥공원 (새천년수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발급번호 제 20220603030075 호

벤처기업확인서
기 업 명 : 주식회사 코뉴
사업자등록번호 : 129-86-43100
대 표 자 : 권혁우, 김영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인계동) 7층
주
소 : 710호(인계동, 삼호파크타워)
확 인 유 형 : 혁신성장유형
유효 기 간 : 2022년 05월 25일 ~

2025년 05월 24일

위 기업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
에 의거 벤처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22년 06월 02일

벤처기업확인기관장
벤처기업 해당사유 : 벤처기업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 또는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

이 확인서는「벤처기업법」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사)벤처기업협회)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
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발급한 확인서입니다.(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기간 : ‘20.7.1~‘23.6.30)

둔내면 마암리 628-7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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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코뉴
자연과 함께하는 저탄소 공법의 친환경 옹벽,
아름다운 옹벽을 만드는 대한민국 대표 중력식 경관옹벽 제조회사

(주)코뉴 안성공장 야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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