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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 OF TAEYOUNG

SINCERITY & 
PASSION
지성과 열정 

CHALLENGE & 
CREATION
도전과 창조

TRUST & 
RESPECT
신뢰와 존중 

SINCERITY & PASSION
지성과 열정 

 •  주어진 모든 일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정신자세,      

작은 일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는 열정이 오늘날 태영을 있게 한 근원입니다.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심성,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정성과 지성을 다하는 것이 태영이 지닌 정신입니다.

 •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태영이 지닌 열정입니다.

CHALLENGE & CREATION
도전과 창조

 • 창의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행동의 실천은 태영이 미래의 꿈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원동력입니다.

 •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은 태영의 도전정신입니다.

 •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것은 태영의 창조 정신입니다.

TRUST & RESPECT
신뢰와 존중 

 • 기업을 움직이는 힘은 그 기업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조화와 단결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  고객의 신뢰는 태영이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이며,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근간은   

고객에 대한 존중이라는 생각, 이것이 고객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정신입니다.

•  주주, 투자자, 협력사, 조직 구성원 그리고 국가 및 사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정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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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태영건설이 있기까지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고객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영건설은 1973년 창사 이래 반세기 동안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건축물과 도시기반시설, 환경, 레저 등 각 부문에서 수많은 건설 사업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2020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자율적인 책임경영과 건설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실있는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직과 원칙을 지키는 경영철학과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적으로

국내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기술 및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여 품질을 높이고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사업하는 회사로서 고객만족을 통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정직한 자세와 도덕 정신으로 원칙을 지키며 

시대가 요구하는 ESG경영을 통하여 사회 공헌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태영건설은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밝은 내일을 위해 

활기찬 기업문화와 선진화된 경영시스템으로 ‘고객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최우량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태영건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와 리더십으로 시대를 앞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SSAGE FROM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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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부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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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0 제5회 건축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물사업 공동경영 협약서 체결

 (태영건설, 엔텍, SK케미칼, SK건설)

2011 원전시공 필수 "KEPIC 인증" 획득

 (주)블루원 통합법인 설립

 베트남, 호치민 지사 설립

 BlueOne Waterpark 오픈 

  오만, 알아메랏 지사 설립

 레저사업 대표브랜드 ‘BlueOne’ 도입

2012 SBS 프리즘타워 준공

2013 자동차 테마파크 ‘인제 스피디움’ 오픈

 ASME 인증서 획득

2015 방글라데시, 다카 지사 설립

2019 데시앙 BI 변경

2020   국내 토목건축 시공능력 평가 13위 

태영그룹 지주사 체제 전환, TY홀딩스 출범

2021   대한민국 조경대상 대통령상 수상 

‘제19회 조경의 날’ 기념식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2022   대한민국 조경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2000
2000 산업포장 수상 (우수시공 유공)

 노르웨이 DNV로부터 ISO 14001 환경인증 획득

2001 제2회 대한민국 건설경영대상 수상

2002 경부고속도로 구미~금호간 8차로 확장공사 준공

 아파트 브랜드 ‘데시앙(DESIAN)’ 도입

 KOSHA 18001/OHSAS 18001 안전인증 취득

 금탑산업훈장 수상 (건설의 날)

 (주)태영화학을 (주)태영인더스트리로 상호변경

2003 SBS 목동신사옥 준공 

2004 대통령표창 (광주 지하철 유공)

 제2회 한국윤리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2006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 (건설협력증진대상 유공)

 경주 디아너스 C.C 그랜드 오픈

2007 금탑산업훈장 수상 (건설 60주년)

 여의도 태영빌딩 준공

 (주)태영건설 상호변경 

2008 SBS 미디어홀딩스 설립

2009 UAE 아부다비 지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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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0 산업포장 수상 (납세 유공)

 (주)서울방송 설립

 해외건설업 면허취득

 (주)태영화학 설립

 동탑 산업훈장 수상 (해운 유공)

1992 (주)태영산업을 (주)태영화학으로 흡수 합병

1995 본사 이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2-5)

1996 은탑산업훈장 수상 (건설산업 유공)

 노르웨이 DNV로부터 ISO 9001 품질인증 획득

  이동식 강제 Truss형 동바리 시스템으로 건설기술상 수상

 (주)태영매니지먼트 설립

1998 한국능률협회선정 가치경영 최우수 기업상 수상

1999 한국 건축문화대상 수상

 국무총리표창 (물자사랑 유공)

1980
1981 건설부 주택건설 지정업체 등록 (제79호)

1984 (주)울산싸이로 설립

1985 태영개발(주)를 (주)태영 상호변경

1987 산업포장 수상 (납세 유공)

1989 (주)태영 기업공개

 서암학술장학재단 설립

 (주)태영레저 설립

 (주)울산싸이로를 (주)태영산업으로 상호변경

1973 건설업(토목, 건축분야) 면허 취득

 태영개발(주) 설립

  대표이사 윤세영 사장 취임

1979 선유수원지 20만T/D 확장공사 준공

 (주)울산 탱크터미널 인수

1970

HISTORY OF TAE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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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탱크 터미널 울산 태영 인더스트리  BlueOne 디아너스 C.C BlueOne 워터파크



NEW 
LIFESTYLE 
DESIGNER

PORTFOLIO OF WORKS

울산 태영 인더스트리 

이해를 넘어 공감이 담겨야 합니다.

기대를 초월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공감! 공간!

우리는 디자인 씽킹으로 창조합니다.

사람의 마음 위에 세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놀라움을 넘어선 체험이어야 합니다.

경험을 혁신하는 기술! 체험!

우리는 건설, 그 본질의 가치 위에 디자인합니다.

경계없는 생각이 한계없는 미래를 만듭니다.

협력을 뛰어넘는 융합!

새로움을 넘어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는 LIFE VALUE CREATOR입니다.



01  창원 유니시티

위치 : 창원시 의창구 중동, 북면 감계리 일원

대지면적 : 1,062,083m2 

사업내용 : 공동주택 300,981m2, 상업용지 54,013m2, 지원시설 82,882m2,   

 도시기반시설 219,800m2, 공원/녹지 305,987m2

02

03  전주 에코시티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송천동 일원

대지면적 : 1,988,467m2

사업내용 :  공동주택 492,976m2, 임대주택 131,453m2, 단독주택 97,197m2, 

상업시설 37,895m2, 업무시설 3,030m2

03

02  광명 유플래닛

위치 : 광명 역세권 택지지구 내 주상 복합 용지 

대지면적 : 311,286m2

사업내용 :  공동주택 280,131m2,  판매시설 10,228m2, 업무시설 20,865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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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창원 유니시티, 광명 유플래닛, 전주 에코시티, 하남 감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양산 사송지구, 대구 도남지구, 부천 오정부대이전 및 도시개발사업,

경기 광주 민간공원 조성사업,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강릉 남부권 도시개발사업,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국토 이용계획 수립과 양질의 도시환경 공급, 민간 부분 개발사업의 확장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개발 그 중심에

태영건설의 창의적 열정과 지속적인 도전정신이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LH공사,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주거 및 비주거, 상업, 생태, 문화 등 다양한 도시 기능에 새롭고 혁신적인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개발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을 통한 선제적 사업분석과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기획 및 마케팅,

그리고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문화의 성장과 창조적 미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DEVELOPMENT WORKS

10

URBAN DEVELOPMENT 도시개발사업

P O R T F O L I O  O F  W O R K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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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주요실적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 광명 유플래닛 데시앙, 양산 사송 더샵 데시앙, 

대구 도남 힐스테이트 데시앙, 용인 수지 데시앙, 창원 석전 메트로시티, 성남 판교 데시앙, 

화성 동탄 데시앙, 마포 웨스트리버 데시앙, 효창 6구역 데시앙, 동대문 장안 데시앙, 

의왕 오전 데시앙, 마산 메트로 시티Ⅰ·Ⅱ, 대구 수성 데시앙, 부산 연산 롯데캐슬 & 데시앙

용인8구역 데시앙, 부산 용호3구역 데시앙 해링턴플레이스, 광주 남구 덕림 데시앙

01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 7,12BL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대지면적 : 216,774m2 (1,351세대)

사업규모 : 지하 2층 ~ 지상 29층

사업내용 : 공동주택

03  마산 메트로시티 Ⅱ

위치 : 경상남도 마산회원구 삼호로 80

대지면적 : 70,572m2 (1,915세대)  

사업규모 : 지하 3층 ~ 지상 55층

사업내용 : 공동주택 

02  용산 데시앙 포레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227

대지면적 : 15,424.10m2 (384세대)

사업규모 : 지하 3층 ~ 지상 14층

사업내용 : 공동주택

R E S I D E N T I A L13

02

03

RESIDENTIAL 주택사업

12

태영의 공동주택 브랜드 데시앙은 ‘실용적인 공간’, ‘견고한 기술력’, ‘감각적인 디자인’, ‘변함없는 정성’의

네 가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편의 위주의 안락한 공간설계와 쾌적한 미래형 종합 주거환경, 세련되고 미려한 내·외부 디자인의 특성을 갖춘

데시앙은 실용성과 생활 미학을 추구합니다. 차별화된 조경 컨셉트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데시앙 스케이프'를 구축하고,

2021 제11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대통령상을 민간 최초 수상하며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데시앙의 브랜드 슬로건 ‘Design, Detail, DESIAN’ 은 고객의 니즈를 섬세하게 살피고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데시앙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끊임없이 진화할 것입니다.

DEVELOPMENT WORKS

P O R T F O L I O  O F  W O R K S

01

개발사업



주요실적

광명 유플래닛 어반 브릭스, 창원 어반 브릭스, 신내 데시앙 플렉스, 

안양 호계 데시앙 플렉스, 성수 W센터 데시앙 플렉스, 부산 서면 데시앙 스튜디오

가양역 데시앙플렉스, DMC플렉스 데시앙 지식산업센터,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광교 플렉스 데시앙, 마곡 CP4 복합개발, 서초동 업무시설 신축공사(뉴욕제과, 백암빌딩), 

구리갈매 아너시티, 수원시청역 복합시설 개발사업(파비오 더 씨타, 파비오 더 리미티드 185)

01  마곡 CP4 복합개발사업

위치 :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CP4

대지면적 : 39,050m2

시설규모 : 지하 7층 ~ 지상 12층

사업내용 : 업무시설, 호텔, 판매시설

03  수원시청역 복합개발사업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1, 3

대지면적 : 7,097m2

시설규모 : 지하 7층 ~ 지상 17층

사업내용 :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 상가

02  성수 W센터 데시앙 플렉스

위치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80-6

대지면적 : 8,436m2 

시설규모 : 지하 4층 ~ 지상 20층

사업내용 : 지식산업센터

C O M M E R C I A L  &  O F F I C E15

02

03

COMMERCIAL & OFFICE 상업 및 업무시설 개발사업

14

태영건설은 주택은 물론 상업, 업무, 지원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합 상업시설인 어반 브릭스, 지식산업센터인 데시앙 플렉스, 오피스텔인 데시앙 스튜디오 등 비주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 최적화된 공간과 브랜드 고유의 특화 디자인을 선보임으로써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를 이루어내고 있으며

철저한 시공관리를 통한 높은 품질의 완성도로 고객만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영건설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최적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미래가치가 창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EVELOPMENT WORKS

P O R T F O L I O  O F  W O R K S

01

개발사업



주요실적

환경   남양주 진건 푸른물센터(2차), 국가페수공공처리시설(동부권역) 

인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춘천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및 증설

플랜트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센터, 영천/경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포천시 LNG 복합화력발전,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산업단지   양산 산막 산업단지, 서운 일반산업단지, 진천 송두 일반산업단지, 

양산 석계 일반산업단지, 김해 대동 첨단산업단지

도로 대구 4차순환도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마산-창원간 도로

철도   신분당선(강남-정자) 복선전철, 신분당선(정자-광교) 복선전철, 

대곡-소사 복선전철, 소사-원시 복선전철

레저 인제 스피디움

01  인천광역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00-161 일원

사업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Q=35,000m3/일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신설) Q=50,000m3/일 

기존시설(Q=70,000m3/일) 통합운영 포함

03  김해시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일원

대지면적 : 2,803,858m2

사업내용 : 산업용지, 복합ㆍ물류용지, 주거ㆍ지원용지

02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 타운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5 일원

대지면적 : 44,095m2

사업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재활용품 선별,  

대형폐기물 처리, 하수슬러지 자원화 및 감량화

S O C I A L  O V E R H E A D  C A P I T A L17

02

03

16

SOC 민간투자사업Social Overhead Capital 

태영건설은 국내 최초 환경 민자사업 수행 이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새로운 기업역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새로운 분야의 민자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여 믿음과 신뢰로 사업능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의 시공과 운영으로 얻은 성과와 노하우는 환경사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으며

환경 분야 SOC의 선두주자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져왔습니다.

태영건설은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로, 철도, 산업단지, 플랜트, 환경, 레저 등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DEVELOPMENT WORKS

P O R T F O L I O  O F  W O R K S

01

개발사업



주요실적

창원 마산 야구장, 경기도 신청사, 여의도 우체국, 국회 제2의원회관, 물산업 클러스터,  

중이온 가속기 시설, 사법 연수원 및 법원 공무원 교육원 청사, SBS 목동방송센터, 성남 아트센터,  

한국 국제전시장(킨텍스), 판교 비즈니스 호텔,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평촌역 지식산업센터,

부평 제이타워, 부산국제아트센터, 경기도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B U I L D I N G  W O R K S19

01  창원 마산 야구장(창원 NC 파크)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대지면적 : 79,529m2

사업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

사업내용 : 체육시설

03  부산국제아트센터

위치 : 부산광역시 진구 연지동 일반 60번지

대지면적 : 29,408m2

사업규모 : 지하 1층 ~ 지상 3층

사업내용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02  경기도 신청사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84

대지면적 : 89,210m2

사업규모 : 도본청 지하 4층 ~ 지상 22층, 도의회 지상 4층 ~ 지상 12층

사업내용 : 국가시설

02

03

태영건설은 내실경영과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시공능력과 노하우가 필요한 관급공사와 민관공사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건설업계의 새로운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우량 기업으로서의 신뢰감, 앞선 설계기술과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첨단 시공능력이 어우러진 태영건설은

건축기술과 미학을 넘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창조하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갑니다.

건축혼을 담은 창원 마산 야구장, 경기도 신청사, 국회 제2의원회관, 여의도 우체국 등의 시공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준 태영건설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건설문화를

창조하며 앞장서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BUILDING WORKS 건축사업

18P O R T F O L I O  O F  W O R K S

01



주요실적

도로   경부고속도로(구미-동대구), 호남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부산순환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상주-충주간),  

고속국도 제14호선(함양-창녕), 서울-세종 고속도로(안성-구리),  

고속국도 제400호선(파주-양주ㆍ포천), 고속국도 제400호선(양평-이천), 

대구 4차순환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포항-안동 국도, 전주시 우회도로(용진-우아), 구미시 우회도로(구포-생곡)

철도   서해선 복선전철(홍성-송산), 호남고속철도 2단계, 평택-오송 2복선화, 

지하철9호선(4단계), 지하철5호선(영등포구간), 지하철8호선(암사-별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도시철도 양선선(노포-북정), 광주도시철도 1호선

단지   부산 에코델타시티 3단계, 아산탕정 택지조성, 인천청라 주운시설, 

의왕-월암 택지조성, 인천-계양 택지조성, 상암지구(2,3공구) 택지조성,  

양산사송 택지조성, 대구도남 택지조성, 김해대동 일반산업단지,  

서운 일반산업단지, 부산신항 배후산업단지,  

전주00부대이전, 창원00부대이전, 부천00부대이전

기타   울산신항 남항부두, 울산 탱크 터미널, 평택 곡물 싸이로, 

블루원 디아너스 C.C, 블루원 용인 C.C, 블루원 상주 C.C, 

루나엑스 C.C, 인제스피디움

21 C I V I L  W O R K S

01  파주-양주 포천 고속도로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 회암동 일원

사업내용 :   4차로 신설(L=4.62km, 교량 9개소 1,502m, 터널 1개소 389m, 

출입시설 2개소)

03  양산사송 택지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명 사송리, 내송리 일원

대지면적 : 2,766,465m2

사업내용 : 택지조성공사

02  서해선 복선전철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일원 ~ 당진시 합덕읍 일원 

사업내용 :   복선전철(L=8.6km, 장대교 2개소 2,852m, 소교량 3개소 410m)

02

03

20P O R T F O L I O  O F  W O R K S

CIVIL WORKS
대한민국의 국가기반 확립과 놀라운 경제성장 중심에는 바로 토목건설로 시작한 태영건설 반세기의

탄탄한 시공능력과 도전정신이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고속도로, 교량, 지하철,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 등 다양한 토목공사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노하우로 찬사를 받으며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끊임없이 기여해 왔습니다.

그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은 오늘날 태영건설이 최우량 기업이 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토목사업

01



주요실적

시흥 그린센터, 송도 자원 순환센터,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파주 운정 환경관리센터, 행복도시 폐기물 연료화 시설

P L A N T  W O R K S23

01  울산 태영 인더스트리

위치 : 울산 남구 용잠로 459

사업내용 : 탱크터미널 사업 및 사이로 사업

 탱크터미널 : 260,850KL(110개 탱크)

 사이로 : 184,000톤(94 Bin, 평창고 2개동)

03  포천시 LNG 복합 화력 발전소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포천로2797번길 17

사업내용 :  LNG복합 화력 발전 1,560MW(780MW x 2계열)

02  부산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산단로 52번길 32(생곡동)

대지면적 : 97,330m2

사업내용 :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900톤/일, 고형연료 보일러 500톤/일, 

25MW 발전시설, 국내최초 SRF 발전시설

02

03

PLANT WORKS 플랜트사업

22

태영건설은 탱크 터미널, 싸이로, 화학, 사료 등의 산업 플랜트부터 환경 및 에너지 플랜트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 경험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폐기물 MBT 플랜트, 유기성 폐기물 BGP 플랜트,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등 환경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열병합 발전사업 등 대규모 에너지 플랜트,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부문 역시 기술 발굴 및 자체 국산화 기술개발로 독보적 기술력을 배양 증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한 사업 고도화 성장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P O R T F O L I O  O F  W O R K S

CIVI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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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 V I R O N M E N T  W O R K S25

주요실적

강북 정수장, 고흥 도양 하수종말처리장, 진부/대화 하수 처리장,

고양 벽제 및 일산 하수처리장, 수원 하수 1단계 고도 처리시설, 녹산 배수펌프장,

의정부 하수고도 처리시설, 구미 제2하수고도 처리시설, 고양 삼송 수질복원센터,

남양주 별내 수질복원센터, 수원 하수 2처리장, 난지물 재생센터, 낙양 물사랑 공원,

용인 폐수 종말 처리장, 성남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01  덕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사업내용 : 용량 Q=450,000m3/일, 전오존/H2O2+활성탄여과지

03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환경개선사업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 9번길 45

사업내용 : 200톤/일(100톤 x 2기), 스토커 + 로터리킬른 형식

02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289-10번지

사업내용 : 용량 Q=128,000m3/일, 완전지하화, 공법 A2O+MBR

02

03

ENVIRONMENT WORKS 환경사업

24

환경의 소중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영건설은 동양 최대의 정수시설인 강북 정수장을 비롯하여

국내 최초로 음식물 쓰리게 산발효액을 이용한 생물학적 고도처리기술의 수원 하수처리장, 

국내 최초의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등 다양한 상 하수도 시공실적을 보유한 물 사업 분야의 글로벌리더입니다.

또한, 미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부문의 기술 발굴 및 자제 국산화 기술개발로 소각로,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다양한 환경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P O R T F O L I O  O F  W O R K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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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V E R S E A S  W O R K S27

주요실적

몽골 울란바타르 야르막지역 용수공급 및 수자원 이용 효율화 사업

베트남 호아깐떠이 상수도, 베트남 덕호아 관개수로 오만 알 아메랏 송수관로, 

방글라데시 반달주리 상수도

01  방글라데시 모두나갓 정수장

위치 : 방글라데시 차토그람시

사업내용 : 용량 Q=90,000m3/일

03  인도네시아 카리안 상수도 (EPC)

위치 : 인도네시아 땅그랑시

사업내용 : Q=400,000m3/일, 송수관 28.4km

02  방글라데시 차토그람 하수도(DBO)  

위치 : 방글라데시 차토그람시

사업내용 : 용량 Q=100,000m3/일,관로 90km, 공법 MLE

02

03

OVERSEAS WORKS   해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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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골드’로 불려지는 글로벌 물 시장은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문제와 맞물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물 전문기업들이 블루 골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속에서

태영건설은 수십 년간 쌓아온 물 사업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외 물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 속에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하여

변화하는 해외사업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년간 축적된 해외 시공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DESIGN & BUILD, PPP(민관 협력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하여

지속성장가능한 해외 물 사업 역량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P O R T F O L I O  O F  W O R K S

CIVI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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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중심의 정도경영을 펼치는 태영건설은 많은 계열사와 더불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갑니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공간가치와 어우러진 SBS의 문화가치, 태영인더스트리의 기술가치,

에코비트의 환경가치, 블루원의 휴식가치로 고객감동을 넘어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조합니다.

CREATIVE 
VALUE 

COMPANY
AFFILIATED COMPANY

태영 여의도 사옥



태영그룹은 1973년 태영개발㈜의 설립 이래, 건설·미디어·환경·레저·물류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태영그룹은 2020년 9월 1일, 주력회사인 ㈜태영건설을 인적분할하여 TY홀딩스를 

설립함으로써 그룹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TY홀딩스는 태영그룹의 지주회사로서, 각 사업분야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계열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열사의 사업 전문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이윤추구라는 기업 본연의 목표를 넘어, 태영정신인 ‘지성과 열정, 도전과 창조,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공선(公共善)의 증진을 위해 힘쓰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태영그룹은 현재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꿈에 대한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요롭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1

TY HOLDINGS
TY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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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홀딩스

티와이홀딩스는 건설 / 미디어 / 환경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태영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SBS 8시 뉴스

SBS 가요대전

SBS D FORUMSBS 런닝맨

SBS 사회공헌 프로그램 - 희망TV

SBS는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한 국내 유일의 민영 지상파 방송사로서 참신한 기획과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방송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SBS 콘텐츠허브, SBS A&T, SBS M&C, 스튜디오 S, SBS 디지털뉴스랩, 

포맷티스트, SBS 플러스, 스마트미디어렙  등을 자회사로 두고, SBS I&M을 손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등 명실상부한 

넘버원 콘텐츠 기업입니다.  

SBS 미디어그룹은 명품 콘텐츠 제작 역량과 유통 채널 다양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미디어그룹으로 

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단순 콘텐츠 판매에 그치지 않고 포맷 판매, 공동 제작, 사업 제휴를 통한 노하우 전수 및 현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전략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33

SBS
SBS

SBS  

자회사 :   SBS콘텐츠허브, SBS A&T, SBS M&C, 스튜디오S, 

SBS디지털뉴스랩, 포맷티스트, SBS플러스, 

스마트미디어렙

손회사 : SBS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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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터미널의 고객만족서비스

 • 당사 고객만을 위한 전용부두 보유(4척 동시 접안 가능)

 • 울산 석유화학단지와의 지하배관 연결

 • 다양한 용량의 탱크 보유(300kl~10,000kl)로 맞춤형 탱크임대

 • LNG연료 사용으로 인한 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 화물 오염 방지를 위한 각 탱크별 입·출고 시스템 구축

 • 오랜 경험을 통한 풍부한 전문 기술 축적

 • 고객의 요구에 맞는 24시간 365일 전천후 입·출고 운영

 • 신속, 정확한 화물 관리를 위한 전산 제어시스템 운영

 • 웹을 통한 신속한 온라인 재고관리

 •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구축

 • KOSHA-MS, ISO 9001&14001, CDI-T 인증 

곡물 싸이로의 고객만족서비스

 • 고객의 요구에 최적화된 맞춤 서비스 제공

 • EDI 시스템에 의한 신속한 통관관리

 • 고객 불만 해소를 위한 CST(Customer Service Team) 운영

 • 웹을 통한 고객정보 실시간 제공

 • Bin 내 곡물 온도 실시간 모니터링,최상품질 유지

 • 시설 내 분진폭발 압제 설비 구축

 • 가축 질별 예방을 위한 차량 소독시설 운영

 • 사료부원료 전용 하역기 / Silo 보유(품질향상)

태영인더스트리는 탱크터미널 및 곡물싸이로의 풍부한 운영 노하우와 최신식 자동화 설비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영인더스트리는 

자회사 설립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시설 저장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는 영남권역뿐만 아니라 

경기·충청권까지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사의 성공 비즈니스를 돕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탱크 터미널

110기(260,850KL)의 액체 화물 보관탱크 및 전용부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입출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곡물 싸이로

울산 및 평택항에 664,000MT 규모의 저장능력을 갖춘 최신식 곡물 싸이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자동화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곡물 싸이로울산 탱크 터미널

35

TAEYOUNG INDUSTRY
(주)태영 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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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품질방침

 • 철저한 시설운영, 공정감시 및 제어를 통한 배출농도의 최소화

 • 주기적인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한 100% 가동율

 • 견학 및 환경관련 행사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환경의식 고취

주요 운영관리 실적

 • 공공하수처리시설(소규모 마을하수 포함) 607개소

 • 폐수처리시설 19개소

 • BTLㆍBTO(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소각) 20개소

 • 바이오 가스플랜트 : 영천, 포천, 함안 3개소

 • 토양정화 반입시설 : 경주, 여주, 충주 등 5개소

 • 의료폐기물 소각 : 경산, 광주, 경주 등 5개소

 • 산업폐기물 소각 : 세종, 정세, 명성 3개소

 • 도시광산 : 진천, 밀양, 영천 등 4개소

 • SRF / ASR : 울산, 전주, 아산 3개소

주요 시공 실적

 • 울산 SRF보일러 스팀공급사업

 • 아산시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소 구축공사

 • 서산오토밸리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 장항제련소 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3공구)

 • 39사단 부지개발사업 토양오염정화사업

 • UAE BNPP 1-4호기 원자력발전소 수처리설비 공급

 • SK하이닉스(이천) 폐수처리설비 공급 및 설치

 • 고성 탈황 폐수 무방류(ZLD)설비 공급 및 설치

 • 2차전지 전처리(코나 리콜 물량 9,000대)

 • 충주 메가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보유 기술 현황

 • 하ㆍ폐수처리 분야 기술 : 특허 39건, 신기술 1건

 • 슬러지처리 분야 기술 : 특허 6건

 • 수처리용 소재 분야 기술 : 특허 68건(분리막 49건, EDI 19건)

 • 토양정화 분야 기술 : 특허 23건

김천 하수처리장

에코비트그린충주

에코비트에너지경산

2004년 태영환경으로 출범한 에코비트는 수처리, 폐기물, 자원순환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최대/최고의 

종합환경기업 입니다. 상하수도, 산업/축산 폐수 처리 및 재이용, 발전 용수공급 등의 수처리 사업, 의료/산업폐기물 

소각, 일반/지정폐기물 매립 및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폐기물 사업, 도시광산 및 토양정화 등 자원순환 사업을 

수행하며, 모든 환경사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Value-Chain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코비트는 모든 환경사업분야에서 고객이 마주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통해 

프로젝트 개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Total Solution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기술혁신과 최고의 

솔루션을 선사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사회를 위한 환경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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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RBIT
(주)에코비트

(주)에코비트

(주)에코비트그린

(주)에코비트그린충주

(주)에코비트그린청주

(주)영천에코

(주)에코비트에너지

(주)에코비트에너지경산

(주)에코비트에너지광주

(주)에코비트에너지경주

(주)에코비트에너지청원

(주)에코비트에너지세종

(주)에코비트에너지정세

(주)에코비트에너지명성

(주)에코비트에너지전주

(주)에코비트에너지울산

(주)에코비트로지스

(주)에코비트엔솔

(주)에코비트워터

(주)에코비트엠엔에스

(주)에코비트프리텍 

(주)에코비트엔지니어링

(주)에코비트엔지니어링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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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ONE
(주)블루원

고품격 종합 리조트 BlueOne

‘블루원(BlueOne)’은 맑고 순수한 자연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뜻하는 

‘Blue’와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어 1등 품격 리조트를 지향하는 ‘One’의 

합성어입니다. BlueOne은 용인, 경주, 상주에서 골프, 콘도,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사계절 종합 리조트로 고객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품격있는 휴식을 제공합니다.

38A F F I L I A T E D  C O M P A N Y

Luna X C.C

블루원은 경주 블루원리조트와 골프장 등 다양한 레저시설을 갖춘 복합레저기업입니다.

경주 블루원리조트는 국내 최대 2.6미터 파도를 자랑하는 워터파크와 온 가족이 함께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패밀리 콘도, 고품격 프라이빗 콘도를 갖춘 친환경 레저시설입니다.

또한, 경주에는 보문관광단지 뷰를 자랑하는 명품 컨트리클럽 블루원 디아너스 CC, 국내 최초의 6홀 단위의 24홀 

골프장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셀프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신개념 골프장 루나엑스 CC가 있습니다. 

KLPGA 메이저 대회인 “태영배 한국 여자 오픈”을 개최한 곳으로 그 전통과 명예가 빛나는 블루원 용인 CC,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골프 경기에 최적화된 코스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블루원 상주 골프 리조트 역시 

블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레저공간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블루원 워터파크블루원 경주 전경

블루원 디아너스 C.C경주 프라이빗 콘도

블루원 상주 C.C블루원 용인 C.C



BlueOne 프라이빗 콘도

태영건설의 고객중심 경영은 

고객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관심에서 시작되며, 

고객이 꿈꾸는 미래가치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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