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 Architects And Engineers
Gil Architects’s integrated service delivers a
compelling desigh experience

GREETING
Gil Architects’s integrated service delivers a
compelling desigh experience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는,
건축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전문 업체로서 1996년 창립 이래, 정직과 신뢰를 경영목표
로 설계, 감리, CM 등 건설사업 전과정에 걸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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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전하며, 우수한 전문인력양성과 기술력 축척에 힘써왔습니다.

GREETING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디자인으로 발주처의 보이지

ABOUT GIL

않는 요구를 구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결과 조달청과 관공서의 업무, 복지, 교육, 연구,

2020 PROJECT

주거시설등 수많은 작품을 디자인 설계와 감리를
하였으며, culture project부터 practical project에

BEST PROJECT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함과
동시에 많은 국내외 현상에서 당선 및 수상을
한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전문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임직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자만하지 않고 국내최고, 세계제일의 회사가 되도록
다시한번 도약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이사

이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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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GIL

축적된 기술노하우와 Man power로 건축분야의 선도기업으로 도약!

| 1997~2005 사업 기반구축

|

| 2011~Now 안정된 수주활동

|

2009년 이후 매해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

1997 ㈜吉건축사사무소 설립

2013~17. 기업신용평가“A”등급 획득

제21회 전라북도 미술대전 대상 수상

1997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

2016. 04. 서울디자인사업부 신설

제7회 전북 예술공로상 수상

2001. 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

2017. 09. 일ㆍ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선정

제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

2003. ISO 9001 인증획득

2017. 10. 전기감리업(종합감리업) 인수

제3회 전주시 아름다운 건축상 대상 수상

2005 전주 사옥이전

2017. 11.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문화공보부 장관상 수상

2017. 12.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

전라예술제 “전주 건축이미지 사진 작품전”

2018. 08.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등록

전라북도지사 표창장 수여

2018. 12.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기계) 등록

제29회 전북 대상 예술 부분 수상

2007 (주)길건축사사무소 부설연구소 설립

2019. 06. 기업신용평가“A”등급 획득

제16회 전주시 예술상 수상

2009 디자인전략사업본부 신설

2019. 09.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등록

제16회 아름다운 건축상 수상

2008 전주시 아름다운 건축상 수상

2020. 03. 모범납세자 표창장 수여

제 12회 건축의날 국무총리상 수상

| 2006~2010 성장 기반구축

|

서울 CM전략사업본부 신설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건축문화제 건축문화상
제29회 전북대상 예술, 체육부분
2014년 대한민국을 이끄는 혁신리더상(건축부문) 수여
품질관리

LH 제8회 주택설계·기술 경진대회 수상

디자인
사업부

제1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금상 수상
제11회~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대상 수상

전략
사업부

경영단

설계팀

경영
사업본부

주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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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축
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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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PROJECT

위치 : 가상대지
대지면적 : 11,990㎡

제8회 주택설계기술경진대회

건축면적 : 4,118㎡
연면적 : 10,982㎡

6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규모 : 지상 7층

노인이 행복한 단지, 고향의 사계

세대수 : 150세대

골목길을 통해 연결되고 중정형 매스로 구성된 단지는 이웃 간의 만남과 소통을 이어주며, 의료지원시설과 커뮤니티 프

용도 : 노인지원주택

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과 상생은 자급자족을 형성한다. 마당과 툇마루가 있는 옛 고향 마을을 닮은 단지의 모습을 통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 잃어버린 고향의 정취와 계절의 향수가 살아있는 노인 복지 지원주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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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PROJECT

화성어천 A-2BL
Hwaseong Eocheon A-2BL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어천리 일대
대지면적 : 30,932.00㎡
건축면적 : 6,191.29㎡
연면적 : 82,414.53㎡

일상이 기대되는 행복을 담은 Best 31 Village

규모 : 지상 25층, 지하1층

지구 중심에 위치하며 함박산과 숙곡천을 끼고 있는 단지는 입지만으로도 하나의 단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밀레

세대수 : 663세대

니엄 세대 신혼집에 어울리는 풍경을 만들기 위해 외부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이웃 간 정이 넘쳐나는 다채로운 '공

용도 : 공동주택

간'과 다양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활력 넘치고 감성 가득한 마을을 제안한다.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8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9

2020 PROJECT

국토지리정보원 및 익산송학 복합개발사업
Hwaseong Eocheon A-2BL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97-22, 97-24번지 일원
대지면적 : 1,917.00㎡
건축면적 : 1,015.57㎡
연면적 : 6,457.55㎡

Flexible Urban Platform_익산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규모 : 지상 15층, 지하 2층

인근 도시들과 만나는 경계에서 주변 요소를 담아내는 연속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 입주민이 상호 소통하는 관계를

세대수 : 80세대

생성한다. 다양한 흐름에 순응한 비움과 채 움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디딤판이 되는 커뮤니티 플랫폼과 청년 및 주거 복

용도 : 복합시설(주거복지지사 + 행복주택)

지를 위한 주거복지지사가 있는 새로운 익산의 시작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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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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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PROJECT

파주운정3 A45BL
Paju Unjeong A45BL

위치 : 파주운정3 A45BL
대지면적 : 31,901.00㎡
건축면적 : 7,457.81㎡
연면적 : 89,505.72㎡

도시를 담은 마을, 워라블 시티

규모 : 지상 28층, 지하 2층

WORK, LIFE, TRAVEL을 담아 단순하고 획일화된 주거공간이 아닌 다양하게 변화하는 공간으로서 도시의 편리한 기능

세대수 : 520세대

을 담아낸다. 도시를 담은 마을에는 재택근무 공간과 여유를 가져다 줄 정원, 이웃단지와 연계된 가로공원을 따라 커뮤

용도 : 공동주택

니티가 연결되어 만남의 고리를 이어준다. 이를 통해 일과 삶, 휴식을 모두 누리는 도시를 담은 마을을 제안한다.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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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PROJECT

파주와동지구 A2BL
Paju Wadong A2BL
뉴 노멀시대(New normal)의 올인홈(All in Home) 단지, Play at Home
지역경제 및 상가 활성화를 고려해 상업 ZONE을 설정하며 도시맥락을 잇는 열린 단지
를 계획하며 취미, 여가, 교육, 업무 등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주거
서비스에 대한 니즈와 언택트 관련 컨텐츠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개인의 취향과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주거표준을 제안한다.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92
대지면적 : 31,036.90㎡
건축면적 : 8,364.26㎡
연면적 : 141,123.67㎡
규모 : 지상 29층, 지하 2층
세대수 : 858세대
용도 : 공동주택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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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혁신도시(B-4BL)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공사
Jeonju · Wanju Innocity B-4BL
위치 : 완주혁신도시 개발지구내 (공동주택 B-4BL)
대지면적 : 40,821.00㎡
건축면적 : 5,890.21㎡
연면적 : 82,551.73㎡
규모 : 지상 15~20층, 지하 1층 / 599세대
발주처 : 전북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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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혁신도시(B-15BL)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공사
Jeonju · Wanju Innocity B-15BL

위치 : 완주혁신도시 개발지구내 (공동주택 B-15BL)
대지면적 : 41,009.00㎡
건축면적 : 6,248.16㎡
연면적 : 87,013.15㎡

도시, 자연 그리고 인간의 교감의 장소

규모 : 지상 15~20층, 지하 1층 / 606세대

12개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경쟁력있는 혁신도시에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

발주처 : 전북개발공사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쾌적한 공간 그리고 새로운 도시 주거공간의 상징적 공간을 제안한다.

18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19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위치 :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743-148번지 외 1필지

Jugong 2nd Complex

건축면적 : 5,855.62㎡

대지면적 : 31,126.47㎡
연면적 : 109,628.67㎡
규모 : 지상 17~24층, 지하 2층 / 750세대
발주처 : 우아주택재건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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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조촌동 제2정수장부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Gunsan 2nd Purification Plant
위치 : 조촌동 909번지 외 7필지
조촌동 739-6번지 외 25필지
대지면적 : 41,367.20㎡
건축면적 : 9,959.95㎡
연면적 : 149,703.87㎡
규모 : 지상 9~25층, 지하 2층 / 1016세대
발주처 : ㈜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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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만성지구(B-2BL)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Mansung Distrit B-2BL

위치 : 전북 전주시 만성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2BL
대지면적 : 51,768.09㎡
건축면적 : 7,365.21㎡

다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자연속 주거단지_다울

연면적 : 112,252.33㎡

삶에 대한 새로운 NEEDS... 현대의 화두는 '자신을 위한 가치있는 삶'이다. 주어진 시간을 즐길 줄 아는 New Opinion

규모 : 지상 20층, 지하 1층 / 832세대

Leader을 위한 공간, 문화와 삶을 함께 담은, 가치 있는 공간을 제안한다.

발주처 : 전북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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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만성지구(A-2BL)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Mansung Distrit A-2BL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1-1번지
대지면적 : 41,627.00㎡
건축면적 : 6,378.26㎡
연면적 : 92,043.99㎡
규모 : 지상 20층, 지하 1층 / 830세대
발주처 : 전북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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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Dongyang Apartment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4-47번지 일대
대지면적 : 29,907.00㎡
건축면적 : 6,243.99㎡
연면적 : 111,402.00㎡
규모 : 지상 25층, 지하 2층 / 723세대
발주처 : 동양아파트주택재개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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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신시가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Jeonju New Town Officetel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25-3번지
대지면적 : 2,757.80㎡
건축면적 : 1,911.59㎡
연면적 : 22,160.98㎡
규모 : 지상 15층, 지하 3층 / 274세대
용도 :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발주처 : 시행사

30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31

익산 센트럴파크 신축공사
Iksan Central Park

위치 : 전북 익산시 어양동 513-41
대지면적 : 8,123.00㎡
건축면적 : 4,977.49㎡
연면적 : 42,387.04㎡
규모 : 지상 26층, 지하 2층 / 259세대
발주처 :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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