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Q



유의사항

본 자료는 주식회사 대원(이하 ‘회사’)와 관련된 이해를 도모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나 의견의 공정성, 정확성 및 완결성에 대해 회사는 정보를 제공할 뿐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경이 있더라도 회사는 본 자료 제공 이후에 발생한 중대한 변화를 반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본 자료는 장래에 관한 회사의 예측을 반영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정보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가정들에 근거한 것으로서 관련 예측 정보에 의해 예
정된 바와 중대하게 다른 결과가 초래될 위험 및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회사는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본 자료 제공 이후에 발생하는 결과 및 새로운 변경사항을 반영하도록 수정 또
는 보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회사 및 그 임직원 등 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자도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본 자료 또는 그 기재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타 본 자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분리되거나, 재생산되거나, 재배포 또는 공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본 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귀하는 전술한 제한사항에 구속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술한 제한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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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Build DAEWON”

주택 사업
건설 사업

건설업연계 벤처투자 사업

▪ 건설업연계투자및결합을통한사업시너지효과창출
〮도시재생펀드및혁신초기기업합자조합투자및합자회사설립
〮산업융합형신사업모색

▪ 우수한시공평가능력보유
▪ 국내경험을토대로노하우적립
▪ 지속적인수주확보노력으로매출증대

▪ ON-Time 전략을통한안정적인수익증대
▪ 안정적인재무구조를바탕으로사업성확보
▪ 시기별/ 지역별/ 세대별스토리및디자인

특화로브랜드이미지제고

섬유사업을모태로전국시공능력69위및충북대표종합건설사

국내, 해외주택분양, 건설, 개발사업에플랫폼사업을결합한생활문화기업으로성장

섬유

섬유 사업

▪ 1972년㈜대원모방설립
▪ 섬유산업을모태로성장
▪ 엄격한품질관리
▪ 인재우선의경영철학

투자

건설 개발 개발 사업

▪ 기획형개발수주사업을통한 사업지속성및
수익성확보

▪ 도시/산업단지재생및고도화사업통한 기업
전문성확보

▪ 단계적인사업지역확대

기업형임대관리사업

기업형임대관리

▪ ‘소유’ 에서‘ 거주( Stay) ’로부동산트렌드변화
▪ 기존 임대방식을뛰어넘는수준높은종합주거

서비스제공(세탁, 청소, 이사, 육아, 가구가전렌
탈, 케더링서비스등)

▪ 주택사업과연계한지속가능사업모델구축

주택

업력 49년

01 Corporate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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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Company profile

회사명 주식회사 대원(DAEWON Co., Ltd.)

대표이사 전 응 식

설립일 1972년 2월 21일

자본금 6,066백만원
(’21. 03월말 기준)

본점
서울사무소

충북청주시흥덕구직지대로435번길15
서울서초구양재천로7길22

주요사업 종합건설업
(주택/산업시설/인프라구축/도시개발 등)

임직원수 215명 (’21.03월말)

홈페이지 http://www.daewon.co.kr

회사 개요 설립자 및 CEO Profile

설립자/ 회장

전영우

●서울대섬유공학과

●’63~’71 태광산업㈜상무

●’72~現 ㈜대원회장

대 표 이 사

전응식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BA

●’91~現 ㈜대원(‘17년대표이사취임)

‘노래하듯’ 연주하는 칸타빌레(cantabile) 처럼

“노래가절로나오는행복한집”

대원 주택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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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요 연혁

창업과성장

섬유모방사업 시작 •  건설업진출

’70 ~’90

도약과확장

해외시장(베트남)진출

’90 ~2010

변화와도전

신규사업추진/코스닥상장

2011 ~ 현재

’11.01  Daewon E&C 설립

‘14.03  베트남 안푸2차 칸타빌프리미어 완공

‘15.09  베트남 호치민 이마트1호점 준공

‘17.01  개발사업본부 신설

‘17.02  전응식 대표이사 취임

신규사업 추진 & KOSDAQ 상장
‘17.02  레미콘 사업부문 인수

’17.07  플랫폼 사업본부 신설

’17.12  코스닥시장 상장

‘17.12  호치민 센텀웰스아파트 착공

‘18.02  싱가포르 법인 설립

’18.03  뮤즈클리닉 1호점 오픈(호찌민)

’18.08  일본 법인 설립

‘19.06  유아동 Shoes 전문기업 ㈜스텝케어 인수

‘19.06  코스닥대상 최우수사회공헌기업상 수상

‘20.05  주한 베트남대사관 신축공사 수주

‘20.06  더웰스도시재생투자조합 출자

‘20.06  대원-인벤션랩4IR초기기업합자조합 결성

‘20.12  청라 중고차수출매매상사 신축사업 수주

‘20.12  청주남주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축공사 수주

섬유 모방사업 시작

‘72.02  회사설립(부산 범천동)

‘76.11  제13회 수출의 날 수출신장상 수상

건설업 진출

‘82.11  대원종합개발㈜ 설립

‘84.05  본사 이전(충북 청주)

‘84.12  청주 공장 신축

‘85.10  대원종합개발㈜ 흡수합병

‘85.11  500만불 수출탑 수상

‘88.03  상호 변경

※㈜대원모방 → ㈜대원

‘94.05  제2공장 증설(충북 청주)  

‘96.03  산업포장 수장(대통령 표창장)

‘98.05  ISO9002 획득

‘99.06  방적공정 가동

‘99.12  충북 건축문화상 금상 수상

베트남 진출(섬유사업)
‘01.03  ㈜대원비나 설립 (베트남)  
‘01.09  아이비클럽(학생복) 사업인수

‘02.03  Daewon Textile (섬유) 설립

‘02.04  은탑 산업 훈장 수상

베트남 진출(건설업)

‘04.02  대원투덕JSC설립

‘06.12  안푸1차 칸타빌 완공

‘08.02  Tongkook Vietnam(섬유) 인수

‘10.01  베트남 혼까우 칸타빌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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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공능력평가액

49년 업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견고한 성장세 유지

최근 5개년 시공능력평가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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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 순위

74위

60위 62위

57위

(출처 : 대한건설협회)

(단위 : 억원)

69위

충북지역건설사전국시공능력평가순위 (최근3년)

(단위 : 억원)

2020년종합건설업시공능력평가액4,357억원(69위)기록

’17년4,863억원ㆍ ‘18년5,044억원ㆍ ‘19년5,637 억원이어 , 충북지역1위유지

(출처 : 대한건설협회)

구분 2018 2019 2020

1위
상호 ㈜대원 ㈜대원 ㈜대원

평가액 5,044 5,637 4,357

2위
상호 W社 W社 W社

평가액 2,523 2,266 2,530 

3위
상호 D社 D社 D社

평가액 1,287 1,749 2,168



02
국내 주요사업

01 국내 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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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사업 구분

원주 대원칸타빌

• 기간 : ‘20.11~’23.07
• 입주 : ’23. 07
• 규모 : 총 907세대
• 총분양규모 : 2,269억원
*’20.11 분양시작

구리 인창 대원칸타빌

• 기간 : ’20.7~’23.2
• 입주 : ’23.2
• 규모 : 총 375세대(당사 188)
• 총분양금액 : 975억원(당사분)
*’20.8 분양완료

자체사업
(분양)

도급공사

창원칸타빌 오션뷰 주상복합

• 발주처 : 지역주택조합
• 계약금액 : 510억원
• 공사기간 : ‘19.7~’21.6
• 규모 : 주택 339세대 및 상가

동인 센트럴 대원칸타빌

• 기간 : ‘20.10~’24.06
• 입주 : ’24. 06
• 규모 : 총 410세대
• 총분양금액 : 2,188억원
*’20.10 분양완료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

• 발주처 : CS네트웍스
• 계약금액 : 411억원
• 공사기간 : ’20.1 - ’22.9
• 규모 : 216세대 및 상가

보령 명천 대원칸타빌

• 발주처 : 대원지주회사
• 계약금액 : 661억원
• 공사기간 : ‘20.5~’22.12
• 규모 : 420 세대 및 상가

(지하 1층 ~ 지상 25층 5개동)

도급공사
(토목)

경산4산업단지
조성사업

• 발주처: 한국산업단지공사
• 계약금액: 547억원
• 공사기간 : ‘17.9 – ‘21.4

청주동남지구
택지조성사업

• 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계약금액: 245억원
• 공사기간: ‘14.6 – ’20.12

청주 남주동 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 발주처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계약금액 : 1,056억원
• 공사기간 : 21.4~’24.8
• 규모 : 478세대 아파트및 상가

인천북항 ‘오토렉스청라 중고차
수출ㆍ매매상사’

• 발주처 : 오토렉스청라(주)
• 계약금액 : 924억원
• 공사기간 : ’21.01~’23.7
• 수출 · 매매상사 104개소
• 신차 전시실 및 편의시설 등

남원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 발주처: 남원시
• 계약금액: 79억원
• 공사기간: ‘17.3 – ’20.10

아산 칸타빌 센트럴시티

• 발주처 : ㈜하은
• 계약금액 : 522억원
• 공사기간 : ’20.09~’24.2
• 규모 : 아파트 299세대, 오피스

36실 및 상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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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주요 건설실적

02 해외 프로젝트(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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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주요 건설실적

다낭(DaNang)

호치민
(Ho chi minh)

건설사업의기획• 인허가• 분양• 시공등성공적한국형주택사업으로프리미엄이미지구축

2001년베트남진출이후풍부한 프로젝트실적과경험바탕으로신규사업진행

[다낭 다푹 신도시 매립공사 ]
(완료)

▪시행 : Daewon Cantavil
▪기간 : ‘08.01 – ’16.09
▪국제 신도시부지 매립공사
(30만평)

[호치민 센텀웰스 아파트] 

▪ 시행 : Centum Wealth Co.,Ltd.(49%)
▪ 시공 : Daewon E&C
▪ 기간 : ’17.12 ~ ’20년
▪ 세대 : 544세대(중산층APT)

[ 이마트 베트남 1호점 ]
(완료)
▪ 시행 : 이마트 베트남
▪ 시공 : Daewon E&C (100%)
▪ 기간 : ‘15.3 – ’16.3
▪ 위치 :  베트남 호치민 고밥

[ 안푸1차 칸타빌 ] (완료)
▪ 시행 : Daewon Thuduc JSC
▪ 시공 : 대원 Project Office
▪ 기간 : ‘05.1 – ‘07.1
▪ 세대 :  390(아파트)

[ 혼까우 칸타빌 ] (완료)
▪ 시행 : Daewon Hoancau JVC
▪ 시공 : Daewon Construction
▪ 기간 : ‘06.2 – ‘09.1
▪ 세대 :  189(아파트)

[ 안푸2차 칸타빌 프리미어 ]
(완료)
▪ 시행 : Daewon Thuduc JSC
▪ 기간 : ‘10.7 – ‘14.3
▪ 세대 :  200(복합COMPLEX)
※ 백화점, 마트, 극장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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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해외 프로젝트(도급)

글로벌생산거점의베트남이전증가등베트남수주환경의긍정적변화

현지자회사(100%) ‘대원E & C ‘ 건설수주증가추세

하이퐁(Hai Phong)

LG Chem
베트남 현지공장 신축공사

-하이퐁 장줴공단
-발주처 : LG chem
-시공 : 대원E&C

빈푹성(Vinh Phuc)

호찌민(Ho chi minh)

ISC-VINA 베트남 현지공장
신축공사
-베트남 빈푹성 비티엔 2공단
-발주처 : ISC-VINA (국내 반도체
IC Test Socket 제조사)
-시공 : 대원E&C

Centum Wealth
주상복합 신축공사
-베트남 호찌민
-544세대 골조 및 마감공사
-발주처 : Centum Wealth
-시공 : 대원E&C

KORTEK-VINA
베트남 현지공장 신축공사
-베트남 하노이 하남성 동반4공단
-발주처 : KORTEK-VINA
(국내 산업용 디스플레이 제조사)
-시공 : 대원E&C

JCV-VINA
베트남 현지공장 신축공사
-하이퐁 장줴공단
-발주처 : JCV-VINA
(국내 미용재료 제조기업)
-시공 : 대원E&C

OT Motors 베트남 현지공장 신축공사
-호찌민 연짝 6공단
-발주처 : OT Motors
(국내 차량정밀부품 제조사)
-시공 : 대원E&C

DongAH Tire & Rubber 
베트남 현지공장신축공사
-발주처 : 동아 타이어
-꽝응아이성
-시공 : 대원E&C

Yura Harness Vina 
베트남 현지공장 신축공사
-하남성
-발주처 : 유라하네스
(국내차량 와이어링하네스 제조사)
-시공 : 대원E&C

꽝응아이(Quảng Ngãi)

우신비나
베트남 현지공장 신축공사
-VSIP 산업단지, 응에안성
-발주처 : 세원전자
(국내차량 와이어링하네스 제조사)
-시공 : 대원E&C

응에안(Nghệ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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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

안정적인국내사업및베트남진출경험을토대로성장이기대되는베트남시장에자원과역량을집중

베트남현지거점을공고히해점진적으로개방화되는동남아시장으로성장기회모색및시장확대

섬유및건설기반견고한성장
성공적인베트남진출및

중부권확장을통해성장경쟁력확보

네오실크로드구축을통한

동남아시아지역으로의사업확장01 02 03

Myanmar

미얀마

Laos

라오스

Vietnam

베트남

Cambodia

캄보디아

East West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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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섬유사업진출이후,한국형주택분양사업•  대형토목공사• 일반건축등다양한성공사례보유

실적기반사업노하우, 전문인력, 시스템및국내금융기관협업등베트남진출1세대종합개발회사로서경쟁력확보

Know-How
[ 경험]

전문인력
[ 조직]

실적
[ 성과]

시스템
[ 프로세스] 자금

02 베트남 진출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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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벤처투자를 통한 사업구조 다각화

지속가능사업확보를위해벤처투자를통한사업구조다각화

새로운아이디어가있는파트너와협업, 시장의니즈를충족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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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Vision

섬유사업(衣) · FnB사업(食) · 건설사업(住) 등생활기업으로서고객과함께하며윤리경영을실천

지속가능경영기업으로성장하며비전경영실천을통해생활문화기업으로도약

구성원

주주

협력사

고객

사회

국가

처우& 보상증진

교육및성장기회제공

구성원비전제시

구성원이
자부심을갖게하는기업

지속가능경영및

이익창출을통한회사

가치제고및배당확대로

주주가치극대화

주주가치가높은기업 공정거래, 협력업체와소통

및상생협력을지향한동반

성장산업융합연계한

플랫폼공유및성장

함께성장하는기업

고객에게사랑받는기업

법규준수, 모범납세자,  

신규일자리창출, 한류

콘텐츠수출, 성공적인

베트남사업국제교류기여

국가발전에기여하는기업

충청북도대표기업, 한국과

베트남지역경제기여,  

교육∙생활∙문화∙서비스

제공

사회적책임을다하는기업

새롭고, 안정적인, 신뢰할수

있는품질과서비스를

제공해新고객가치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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