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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명	 시공사	 위치

2021년 생고뱅이소바코리아 그라스울 납품실적

정부	세종신청사	 한라	 세종특별시

분당	더블트리바이호텔	 롯데건설	 경기도	성남시

송도AT센터	 포스코건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왕	롯데	타임빌라스	 롯데건설	 경기도	의왕시

현대중공업	글로벌	R&D센터	 현대건설	 경기도	성남시

동탄	이마트트레이더스	 신세계건설	 경기도	화성시

SK하이닉스	행복2공장	 CJ건설	 경기도	이천시

한국전기공사협회	오송사옥	 소노인터내셔널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오송임상시험센터	 대영건설	 충청북도	청주시

국민은행	신사동	신사옥	 풍림산업	 서울시	강남구

삼성전자	메가스토어	대전본점	 샘코건설	 대전광역시	서구

청량리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롯데건설	 서울시	동대문구

광명	중앙대학교병원	 두산건설	 경기도	광명시

부산	오시리아	스위첸마티에	 KCC건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홍익대학교	화성캠퍼스	교육연구동	 일광이엔씨	 경기도	화성시

한국콜마	서울사무소	 CJ건설	 서울시	서초구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	 대우조선해양건설	 경기도	성남시

판교아이스퀘어	C2블럭	 한화건설	 경기도	성남시

당산동	SK	VIEW	 SK건설	 서울시	영등포구

과천	디테크타워	 DL건설	 경기도	과천시

대전국제컨벤션센터	 계룡건설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주의료원	증축	 트래콘건설	 강원도	원주시

인계동	김찬병원	 한양산업개발	 경기도	수원시

남양주	다산1초등학교	 현대아산	 경기도	남양주시

램리서치	R&D센터	 포스코건설	 경기도	용인시

SK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	 SK건설	 서울시	금천구

마곡	LG아트센터	 GS건설	 서울시	강서구

수유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태영건설	 서울시	강북구

인천	테크노벨리	U1	 대우건설	 인천시	부평구

롯데	캐슬	SKY	L	65	 롯데건설	 서울시	동대문구

가정동	루원시티	2차	SK리더스뷰	 SK건설	 인천시	서구

홍제	가든플라츠	 DL건설	 서울시	서대문구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대우건설	 경기도	부천시

두원공과대학교	파주	캠퍼스	 동원건설산업	 경기도	파주시

미사강변	스카이	폴리스	 롯데건설	 경기도	하남시

주례	롯데캐슬	골드스마트	 롯데건설	 부산시	사상구

신림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	 현대건설	 서울시	관악구

파주	CJ	ENM	콘텐츠월드	 CJ건설	 경기도	파주시



MEMO



품질경영시스템인증 환경경영시스템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BV선급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환경표지인증 한국산업표준

www.isover.co.kr

영 업 본 부  

당 진 공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7	위워크타워,	12층			Tel.: 02 3706 9112  Fax: 02 3706 900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1길	70   Tel.: 041 351 4112    Fax: 041 357 4395 

생고뱅이소바코리아 주식회사

탄소발자국 환경성적표지인증

202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