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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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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은 큰 빛이라는 이름처럼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해왔습니다.

태광 그룹 소개

1950년 창립 이래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섬유·석유 화확, 금융,

tsis 건설사업부 소개

미디어, 인프라·레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심사업 강화 및 신사업 발굴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공사 현황
-건축
-토목

The Global Innovator로

주요 공사 실적

발전해 가겠습니다.

등록증ㅣ기술 현황
신용평가ㅣ5년간 살적
재무제표
약도

섬유·석유화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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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화섬(상숙)유한공사

흥국증권

한국케이블텔레콤(kct)

흥국자산운용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인프라·레저

육영·Art

tsis

일주·세화학원

티알엔

세화고ㅣ세화여중ㅣ세화여고
일주학술문화재단ㅣ세화예술재단

법인명

건설사업본부 연혁

주식회사 티시스 (TSIS Co., Ltd.)

사업자 등록번호
㈜ 티시스 203-81-43631
동림건설 577-85-00735

,,
창의적 사고와
차별화된 기술로
고객의 미래를 위해

,,

2007 동림이엔씨㈜ 설립

2015 시설물 유지 관리업 면허 취득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기계 설비 공사업 면허 취득

자본금 변동(1억 ⇢ 15억)

최창성

토목 건축 공사업 면허 취득

2016 에코마일리지 우수기업 선정

전기 공사업 면허 취득

2017 1차 합병 : 동림건설㈜ ⇢ ㈜티시스

설립일자ㅣ합병일자
2007년 3월 30일ㅣ2017년 12월 1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8가길 1 동림 38빌딩

면허 보유ㅣ등록번호
조경공사업 ㅣ01-0267

2008 소재지 변경(서울 중구 태평로 2가)
부동산 개발업 등록
2009 소재지 변경. 장충동 사옥 이전
(서울 중구 장충동 8가길 1)

2년 연속 에코마일리지 우수기업 선정
2018 2차 합병 : ㈜티시스 ⇢ 태광관광개발㈜
상호변경 : 태광관광개발㈜ ⇢ ㈜티시스
정보 통신 공사업 면허 취득

자본금 변경(15억 ⇢ 22억)
조경 공사업 면허 취득
2010 상호변경 : 동림이엔씨㈜ ⇢ 동림건설㈜

2019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 취득
2020 기술연구실 설립

전문 소방 시설 공사업 면허 취득

전기공사업 ㅣ서울-04080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ㅣ중부 2010-3호

제공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 ~ 현재

대표자

토목건축공사업 ㅣ01-0422

더 나은 건설서비스를

2007년~2014년

2013 휘슬링락 CC 한국색채대상 “대상”수상

시설물유지관리업ㅣ중구15-29-02
기계설비공사업ㅣ중구15-10-01

정보통신공사업ㅣ202993

건설사업본부 조직도

상하수도설비공사업ㅣ중구19-13-01

사업영역
건축, 토목, 조경, 전기, 전문 소방, 정보 통신,

건축팀
울산사업소

토목팀

시설물 유지 관리, 기계 설비, 상하수도 설비
기술연구실

본부구성
건설사업본부, 부동산사업본부, 레저사업본부,
IT사업본부, CS사업본부, 식음사업본부

안전팀

인테리어팀
공사관리팀

영업팀

Architecture
건축

티시스 건설사업본부는
세상의 풍경을 바꾸는 도시의 미학이다.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삶과 자연환경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고품격 건축문화를 실현해 나갑니다.
최신 건축공학과 첨단 시스템, 고품질의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고품격 클럽하우스, 최첨단 업무시설, 학교 건축 및
다양한 리모델링 사업에 이르기까지 각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또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태광CCㅣ스타트하우스』

01 OB

Office Building
ㅣ업무시설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랜드마크
티시스 건설사업본부가 추구하는
오피스 빌딩은 단순한
업무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의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능과 미학을
갖춘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01 OB 흥국생명 남대문 사옥 신축공사
위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5
면적 : 5,631㎡
규모 : 지하 2층 / 지상 14층
공사기간: 2015.08 ~ 2017.04
발주처 : 흥국생명보험㈜

02

02 OB 논현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34
면적 : 6,496㎡
규모 : 지하 3층 / 지상 14층
공사기간: 2009.08 ~ 2011.02
발주처 : 페이토㈜

OB
0303

02 OB

03 OB 장충동 동림38빌딩 신축공사
위치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가길 1
면적 : 1,732㎡
규모 : 지하 3층 / 지상 3층
공사기간: 2008.09 ~ 2009.08
발주처 : 민간

04 OB

04 OB 흥국생명 신문로 사옥
환경개선 공사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면적 : 72,054㎡
규모 : 지하 7층 / 지상 24층
공사기간 : 2015~계속
발주처 : 흥국생명보험㈜

05 OB

05 OB 흥국생명 부산 사옥
신축공사
위치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44
면적 : 18,409㎡
규모 : 지하 6층 / 지상 15층
공사기간 : 2017.05 ~ 2020.07
발주처 : 흥국생명보험㈜

01 AP

Apartments
ㅣ주거시설

새로운 가치를 담은
고품격 주거공간
티시스 건설사업본부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함으로
수준 높은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건설 서비스로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주거 공간 트렌드를 창조하여
대한민국의 주택 산업과
주거문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02 AP
01 AP 익산인화 행복주택 신축공사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로 320
면적 : 32,742㎡
규모 : 지하 1층, 지상17~20층 / 612세대
공사기간: 2015.08 ~ 2017.10
발주처 : LH공사

02 AP 태광C.C 기숙사 신축공사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신정로41번길 130-2
면적 : 1,489㎡
규모 : 지하 1층 / 지상4층
공사기간: 2016.06 ~ 2017.03
발주처 : 태광관광개발㈜

03 AP

03 AP 서울 금천 행복주택 신축공사
위치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19-21일원
면적 : 17,616㎡
규모 : 101동 :18층 / 102동 :12+17층 / 282세대
공사기간 : 2019.12 ~ 2022.03 예정
발주처 : LH공사

04 AP

04 AP 수서 행복주택 신축공사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자곡동 일원
면적 : 46,143㎡
규모 : 지하 1층 ~ 지상 15층 / 101동~106동 / 총 830세대
공사기간: 2020.09 ~ 2022.04 예정
발주처 : LH공사

01 CP

Culture
· Physical
ㅣ문화 · 체육시설

예술적 조형미가 깃든
문화 예술 공간
티시스 건설사업본부는
각종 문화시설과 레저/스포츠 공사에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탈바꿈한 생활문화시설과
세계 최초의 파라볼릭

롤러 스케이트 경기장을 시공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 전시장
시공 경험을 통해 건축에서 세부
공간까지 고객에게 종합적 예술적
조형미를 제공합니다.

02 CP

01 CP 도곡 아트랑(도곡정보문화도서관) 신축공사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18길 57
면적 : 11,045㎡
규모 : 지하 3층 / 지상 6층
공사기간: 2010.06 ~ 2012.12
발주처 : 서울시 강남구

02 CP 이촌한강공원 롤러경기장 조성공사
위치 :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72길 62
규모 : 길이 200m, 폭 7m
공사기간: 2019.01.01 ~ 2019.09.10
발주처 : 한강사업본부

03 CP

04 CP

03 CP 세화미술관 리뉴얼 공사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면적 : 1,294m2
규모 : 지상 3층
공사기간: 2016.09 ~ 2017.03
발주처 : 세화예술문화재단

04 CP 춘천시 국제테니스장 신축공사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송암동 산44번지
면적 : 7,578m2
규모 : 지상 3층
공사기간: 2008.09 ~ 2009.07
발주처 : 춘천시

03 ED

01 ED

Education
ㅣ교육시설

02 ED

다양한 교육, 연구를 위한
기능과 미학의 건축
티시스 건설사업본부는
지역과 문화, 학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연구를 수행하고
최적의 동선과 다기능 옵션 기술이
적용된 교육 공간을 건축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으로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01 ED 서울도곡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증축공사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4길 33
면적 : 12,553㎡
규모 : 지하 2층 / 지상 4층
공사기간: 2011.12 ~ 2013.11
발주처 : 서울시 강남교육지원청

02 ED 세화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및 식당 신축공사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56-7
면적 : 4,030㎡
규모 : 지하 1층 / 지상 5층
공사기간: 2013.12 ~ 2014.12
발주처 : 일주세화학원

03 ED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캠퍼스 신축공사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111번길 22
면적 : 2,680㎡
규모 : 지하 1층 / 지상 3층
공사기간 : 2019.05 ~ 2019.12
발주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01 LE

Leisure
ㅣ레저시설

삶의 여유,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건축
티시스 건설사업본부는
국내 최고의 명품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공사 수행과 다양한 리모델링 공사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가치 극대화에 주력하며,
레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역량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01 LE 휘슬링락C.C
클럽하우스 신축공사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동촌로 501
면적 : 15,591㎡
규모 : 지하 2층 / 지상3층
공사기간: 2010.01 ~ 2011.10
발주처 : 동림관광개발㈜

02 LE

04 LE

03 LE

05 LE

02 LE 휘슬링락C.C_ Temple_ T.H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동촌로 501
면적 : 212㎡
규모 : 지상 1층
공사기간 : 2010.01 ~ 2011.10
발주처 : 동림관광개발㈜

04 LE 휘슬링락C.C_ Cocoon_ T.H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동촌로 501
면적 : 103㎡
규모 : 지상 1층
공사기간 : 2010.01 ~ 2011.10
발주처 : 동림관광개발㈜

03 LE 휘슬링락C.C_ Cloud_ T.H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동촌로 501
면적 : 117㎡
규모 : 지하 1층 / 지상 1층
공사기간 : 2010.01 ~ 2011.10
발주처 : 동림관광개발㈜

05 LE 휘슬링락C.C_ Wine Cellar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동촌로 501
면적 : 608m2
규모 : 지하2층
공사기간 : 2010.01 ~ 2011.10
발주처 : 동림관광개발㈜

06 LE

07 LE

06 LE 태광C.C 클럽하우스 리뉴얼 공사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77
면적 : 4,917㎡
규모 : 지하 2층, 지상 2층
공사기간 : 2014.11 ~ 2015.4
발주처 : 태광관광개발㈜

07 LE 태광C.C 레스토랑 리뉴얼 공사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77
면적 : 2,353m2
규모 : 지상2층
공사기간: 2014.11 ~ 2015.4
발주처 : 태광관광개발㈜

08 LE

10 LE

09 LE

08 LE 휘슬랑락C.C
09 LE 태광C.C
락카&사우나 리뉴얼 공사
락카&사우나 리뉴얼 공사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동촌로 501
면적 : 1,972㎡
규모 : 지상 1층
공사기간: 2010.01 ~ 2011.10
발주처 : 동림관광개발㈜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면적 : 1,186m2
규모 : 지상 1층
공사기간: 2014.11 ~ 2015.4
발주처 : 태광관광개발㈜

10 LE 태광C.C
스타트하우스 신축공사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면적 : 301m2
규모 : 지상 1층
공사기간: : 2014.11 ~ 2015.4
발주처 : 태광관광개발㈜

01 CO

Commercial
ㅣ상업시설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마법 같은 건축
티시스 건설사업본부는
상업공간 트렌트를 주도하며
우수한 전문인력,
뛰어난 기획력,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유지 관리 서비스로
공간의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CO 엘꾸비또 스페인 레스토랑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면적 : 256m2
규모 : 지하 1층
공사기간: : 2017.06 ~ 2017.07
발주처 : 태광관광개발㈜

02 CO 남대문 한옥 카페ㅣ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위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1
면적 : 98m2
규모 : 지상 1층/2층
공사기간: : 2017.05 ~ 2017.06
발주처 : 태광관광개발㈜카페큐브

02 CO

01 EF

02 EF

Etc. Facility
ㅣ기타 시설물

03 EF

밝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공공의 시설물
공공 시설물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작품의 손상 방지를
최우선으로 설치하는 작업으로,
티시스 건설사업본부는
세계적인 작가 조나단 로보프스키의
작품을 포함하여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기초 구조 검토와 사후 관리까지 하는
종합적인 역량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01 EF Hammering Man
위치 : 흥국생명빌딩 앞 광장
규모 : 22(H) x 10(W) x 0.49(D)m
발주처 : 세화예술문화재단
작가 : 조나단 보로프스키
(Jonathan Borofsky)

04 EF

02 EF LOVE
위치 : 흥국생명빌딩 1층
규모 : 91(H) x 91(H) x 46(D)cm
발주처 : 세화예술문화재단
작가 : 로버트 인디애나
(Robert Indiana)

03 EF Richard Rogers
위치 : 흥국생명빌딩 14층
규모 : 177(H) x 56(W) x 36(D)cm
발주처 : 세화예술문화재단
작가 : 자비에 베이앙
(Xavier Veilhan)

04 EF Lion et Lionne
위치 : 휘슬링락 컨트리클럽
규모 : 230(H) x 414(W) x 134(D)cm
발주처 : 세화예술문화재단
작가 : 자비에 베이앙
(Xavier Veilhan)

05 EF

07 EF

05 EF 비상점검용 항공기
격납고 신축공사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정동
면적 : 4,961㎡
규모 : 지하1층 / 지상 4층
공사기간: 2012.11 ~ 2014.08
발주처 : 서울지방 항공청

06 EF 상수 빗물 펌프장 신축공사
위치 :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148-22
면적 : 941㎡
규모 : 지하2층 / 지상 2층
공사기간: 2014.05 ~ 2019.07.22
발주처 : 서울시 마포구

07 EF 파르나스 지주사인
구축공사
위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규모 : 12.3m*21.28m*2.8m
공사기간 : 2019.11 ~ 2020.12
발주처 : 중앙일보, 메가박스.
파르나스호텔

06 EF

Civil
Engineering
티시스 건설사업본부는
산에서 바다까지 국토의 발전과 인류의
편한함을 위한 기술력의 집합체이다.
21세기 새로운 인프라 혁명을 도모하는
티시스 건설사업본부는 다수의 지하철, 철도,

수자원, 도로 등 사회 인프라 건설을 수행하여
사업의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파라볼릭 롤러 스케이트 경기장
조성과 에코마일리지 우수기업으로 고객중심
경영을 통한 글로벌 인프라 사업으로 더 높게 도약하겠습니다.

『휘슬링락 C.C』

01 UP

Ulsan

Place of business
ㅣ울산 사업소

독보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울산 사업소
경쟁력과 기술력 보다 더 큰가치는
고객에게 받는 신뢰 입니다.

01UP 태광산업 대한화섬 시설물 개선공사
울산공장, 석유 1ㆍ2ㆍ3공장
위치 : 울산 남구 산업로 304 (선암동) 외
공사기간: 2016 ~ 현재
발주처 : 태광산업, 대한화섬

01 GC

Golf Course
ㅣ골프 코스

삶의 여유, 즐거움
그리고 휴식을 만드는 조경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레저 산업도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티시스 건설사업본부는
국내 최고의 골프장인 휘슬링락C.C.와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태광 C.C

골프 코스를 시공하면서
남다른 노하우를 축적하여
레저 분야에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앞선 기술과 경쟁력으로
고객에게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01GC 태광 C.C 골프 코스 조성공사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77(신갈동)
규모 : 36홀
공사기간: 2008.11 ~ 2013.04
발주처 : 태광관광개발㈜ (현 티시스)

02 GC

02GC 휘슬랑락 C.C 골프 코스 조성공사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754
면적 : 1,727,724㎡
규모 : 27홀
공사기간: 2009.08 ~ 2011.08
발주처 : 동림관광개발㈜ (현 티시스)

01 CL

Complex
Landscape
ㅣ단지 조경

생활 속에 살아 쉼 쉬는
여유와 즐거움의 장소
티시스 건설사업본부는
자연을 품은 도시에
보물 숲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시설물과
식재 공법을 통해
고객에게 편안한 휴식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01CL 마곡1공구 도시개발 사업 조경공사
위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9단지 일원
면적 : 95,788㎡
규모 : 수목식재 및 시설물 공사
공사기간: 2014.03 ~ 2018.06
발주처 : SH공사

02CL 화성동탄(2) A44BL 조경공사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목동117-3 일원
면적 : 24,152㎡
규모 : 수목식재 및 시설물 공사
공사기간: 2017.08 ~ 2021.09
발주처 : LH공사

02 CL

주요 공사 실적
건축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금액

준공일

발주처

공사명

공사금액

준공일

발주처

도곡 아트랑(도곡정보문화도서관) 신축공사

6,197,275

2012.12.30

서울시 강남구

58,015,412

2022.03예정

LH공사

휘슬링락 C.C 추가공사

1,166,000

2012.03.30

동림관광개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토목건축공사(3-2공구)

1,248,155

2021.12예정

서울교통공사

태광산업 구미공장 개보수 공사

3,026,100

2012.03.30

태광산업㈜ 구미면방

중앙화촌빌딩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6,000,000

2021.04예정

NH투자증권, 케이리츠투자운용

휘슬링락 C.C 클럽하우스 신축공사

36,674,000

2011.10.31

동림관광개발㈜

태광 C.C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8,400,000

2021.03예정

자체공사

논현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9,163,000

2011.02.28

페이토㈜

파르나스 지주사인 구축공사

3,521,540

2020.12.08

중앙일보,메가박스,파르나스호텔

태광산업 장충동 사옥 외벽 공사

792,000

2010.08.27

태광산업㈜

316,814

2020.12.18

중랑구청

신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3.914,570

2010.02.10

한국도서보급주식회사

52,404,000

2020.07.31

흥국생명보험㈜

장충동 동림38빌딩 신축공사

2,920,000

2009.08.31

민간

4,955,300

2019.12.26

한국외국어대학교

춘천시 국제테니스장 신축공사

4,000,000

2009.07.31

춘천시

티시스 양산공장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737,000

2019.09.05

자체공사

태광C.C 카트보관소 증축공사

3,410,000

2009.04.30

태광관광개발㈜

용산 장애인 복지시설 구축공사

338,616

2019.08.10

용산구청

태광관광개발 신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1,801,140

2009.02.28

태광관광개발㈜

익산인화 행복주택 신축공사

24,190,202

2017.10.06

LH공사

태광C.C 다가구주택(기숙사) 신축공사

1,199,000

2008.07.31

태광관광개발㈜

흥국생명 남대문 사옥 신축공사

17,149,000

2017.04.30

흥국생명보험㈜

태광C.C 퍼블릭 클럽하우스 증축공사

1,512,500

2007.12.31

태광관광개발㈜

태광C.C 기숙사 신축공사

3,369,300

2017.03.02

태광관광개발㈜

흥국생명 신문로 사옥 환경개선 공사

4,565,000

2015.10.20

흥국생명보험㈜

흥국생명 신문로 사옥 14층 환경개선 공사

1,333,200

2015.09.24

흥국생명보험㈜

867,988

2015.09.14

서울시 강동구

12,964,600

2015.04.30

태광관광개발㈜

흥국생명 연수원 환경개선 공사

5,300,900

2015.05.31

흥국생명보험㈜연수원

세화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및 식당 신축공사

3,859,460

2014.12.20

일주세화학원

506,000

2014.09.30

대구케이블방송㈜

비행점검용 항공기격납고 신축공사

4,631,786

2014.08.21

서울지방항공청

티브로드 세종국사 신축공사

1,123,100

2014.05.31

㈜티브로드 한빛방송

휘슬링락 C.C 경관개선공사

1,038,400

2014.04.30

동림관광개발㈜

서울 도곡 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증축공사

5,876,048

2013.11.29

서울시 강남육지원청

서울 금천·수서 LH 행복주택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환경개선공사(건축·기계)
흥국생명 부산사옥 신축공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캠퍼스 신축공사

성내3동 구립 어린이집 신축공사
태광C.C 클럽하우스 리뉴얼 공사

티브로드 대구콜센터 구축공사

주요 공사 실적
토목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금액

준공일

발주처

공사명

공사금액

준공일

발주처

선유중학교 외부 환경 개선 공사

50,290

2010.09.08

서울시 남부 교육청

4,774,776

2022.02.예정

서울교통공사

태광 C.C 그린 연습장 조성공사

436,260

2010.04.30

태광관광개발㈜

30,163,000

2020.12.31

태광산업(주)

흥덕 아울렛 부대 시설 공사

231,000

2009.07.31

태광관광개발㈜

1,194,270

2020.11.07

서울시강북구

태광 C.C 카트 도로 신설 공사

2,270,000

2009.02.28

태광관광개발㈜

228,956

2020.10.07

서울시교육청

티브로드 수원방송 오산 국사 부대 시설물 공사

434,500

2008,01.31

㈜티브로드 수원방송

태광 C.C 상수도 인입 및 스프링클러 환경개선 공사

1,200,000

2020.05.31

자체공사

흥국쌍용화재 전산센터 시설물 공사

781,000

2007.09.20

흥국쌍용화재 해상보험㈜

이촌한강공원 롤러 경기장 조성공사

1,212,434

2019.09.10

한강사업본부

흥국생명 분당 사옥 부대 시설물 공사

814,000

2007.09.20

흥국생명보험㈜

삼포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

8,988,706

2019.06.30

전라남도

상수빗물펌프장 신축공사

3,816,688

2019.07.22

서울시 마포구

금고-비산간 도로확포장공사

4,100,941

2018.09.27

충청북도

원효로 97길 3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384,230

2018.12.31

서울시 용산구

관내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963,182

2017.12.15

서울시 노원구

3,630,000

2017.10.30

휘슬링락 컨트리클럽

504,900

2015.09.30

흥국생명㈜ 5호별관

46,530

2015.04.22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휘슬링락 C.C경관개선공사(2차)

2,467,300

2014.12.31

동림관광개발㈜

휘슬링락 C.C경관개선공사(!차)

1,918,400

2014.04.30

동림관광개발㈜

서울대학교 공대(302동)사면보강공사

850,850

2014.04.30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춘천시 수동리 상수도 급배수관 토목공사

540,100

2014.06.30

동림관광개발㈜

1,419,000

2013.04.30

태광관광개발㈜

51,700

2013.02.27

태광관광개발㈜

휘슬링락 C.C 추가공사

253,000

2012.03.30

동림관광개발㈜

서하남IC 하수관 개량공사

313,700

2012.02.28

서울시 송파구

76,633,150

2011.10.31

동림관광개발㈜

30,352

2011.08.26

서울시 강동 교육지원청

지하철 승강편의시설설치 토목건축공사(3-1공구)
태광산업 울산공장 2020년 연간보수외
오패산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광양고등학교 친환경운동장 조성 및 기타공사

휘슬링락 C.C(코쿤, 템블) 코스 공사
흥국생명 남대문 5호 별관 철거 및 부지정지 공사

서울대학교 공대(42동) 법면 보수공사

태광C.C 동코스 카트도로 보수공사
신갈동 가구 단지 포장공사

휘슬링락 C.C 토목공사
송파공업고등학교 외부 환경 개선 공사

주요 공사 실적
조경

(단위 : 천원)

공사명
화성동탄(2)A44BL 조경 공사

공사금액

준공일

발주처

전기ㅣ소방ㅣ기계ㅣ시설물
공사명

(단위 : 천원)

공사금액

준공일

발주처

2,185,780

2021.09.15

LH공사

2020년 노후 에스컬레이터 개량 전기공사(구의,신사)

152,460

2021.02.03

서울교통공사

초안산 그린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사업

149,128

2020.12.25

서울시 노원구

2020년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401,390

2020.12.25

광진구청

계남 근린공원 시니어존 조상사업

189,600

2020.12.25

서울시 양천구

올림픽공원 공동구 난방배관 교체 공사

934,238

2020.12.1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시립동부병원 옥상녹화 조성사업

154,872

2020.12.18

동대문구청

강월초병설유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110,043

2020.08.20

서울시교육청

남산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공사

343,786

2020.12.15

서울시 중부녹지사업소

2020년 동대입구역외 2역 캐노피 신설 전기공사

47,159

2020.06.26

서울교통공사

2018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168,754

2019.11.30

서울시 강서구

흥국생명 분당사옥 전원 이중화 및 발전기공사

1,232,000

2015.10.31

흥국생명보험㈜분당영업소

97,427

2019.11.20

서울시 강동구

흥국생명 신문로사옥 발전기교체공사

525,580

2015.09.04

흥국생명보험㈜

안양천 생태초화원 조성사업

170,549

2019.11.08

서울시 구로구

티브로드 세종국사 신축(전기)공사

242,000

2014.05.31

㈜티브로드 한빛방송

2019년 안양천 생태공원 제방사면 녹화사업

163,896

2019.10.31

서울시 양천구

휘슬링락 C.C 추가공사

671,000

2012.03.30

동림관광개발㈜

마곡 1공구 도시개발 사업 조경공사

8,320,459

2018.06.30

SH공사

김포공항 유수분리기 개량 전기공사

30,237

2011.11.30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공원조성 공사

2,250,500

2017.12.31

서울시 중부녹지사업소

월계중학교 강당 증축 전기 및 소방공사

224,270

2011.11.08

서울시 북부교육청

휘슬링락 C.C 조경 개선 공사

1,171,500

2015.11.30

휘슬링락컨트리클럽

휘슬링락 C.C 클럽하우스 전기공사

3,157,000

2011.10.31

동림관광개발㈜

사육신공원 위험시설물 정비공사

148,584

2015.08.13

서울시 동작구

휘슬링락 C.C 전기공사

4,334,000

2011.10.31

동림관광개발㈜

휘슬링락 C.C 경관개선 2차 공사

1,665,400

2014.12.31

동림관광개발㈜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증축 전기공사

62,519

2011.09.23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2014년 시공원 보수 정비공사

357,042

2014.09.16

서울시 강동구

논현동 업무시설 전기공사

737,000

2011.02.28

페이토㈜

휘슬링락 C.C 경관개선 1차 공사

711,700

2014.04.30

동림관광개발㈜

태광산업 장충동사옥 본관/별관 냉난방기 설치공사

579,040

2010.11.28

태광산업㈜

2012년 기찻길옆 녹지조성공사

246,496

2012.07.09

서울시 구로구

태광C.C 클럽하우스 기계실 개보수공사

338,800

2010.02.14

태광관광개발㈜

휘슬링락 C.C 추가공사

1,265,000

2012.03.30

동림관광개발㈜

흥덕 아울렛 전기공사

220,000

2009.07.31

태광관광개발㈜

휘슬링락 C.C 조경공사

22,102,850

2011.10.31

동림관광개발㈜

2019년 명일여고 에코스쿨 조성사업

등록증ㅣ기술 현황

등록증ㅣ기술 현황

신용평가

신용평가ㅣ5년간 실적
5년간 실적
2019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3년간 실적

5년간 실적

토목

3,195

11,089

7,770

4,710

4,406

16,886

31,170

건축

27,192

50,740

40,254

45,834

54,364

140,452

218,384

조경

5,223

4,033

329

2,371

2,074

4,774

14,030

시설물

1,188

1,327

945

888

2,526

4,359

6,874

전기

-

-

-

-

1,488

1,488

1,488

소방

-

106

-

-

1,553

1,553

1,659

통신

-

-

-

-

536

536

536

기계설비

-

167

-

-

1,080

1,080

1,247

36,798

67,462

49,298

53,803

68,027

171,128

275,388

합계

재무제표
제 39(당)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38(전) 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과목

제 39(당) 기말

(단위 : 원)

제 38(전) 기말

자산

과목

161,024,124,534

115,262,047,683

76,888,727,561

72,037,648,099

단기금융상품

7,010,000,000

3,300,000,000

파생상품자산

21,292,953,570

-

매출채권

44,174,045,362

30,219,540,359

금융리스채권(유동)

1,143,374,884

-

기타금융자산(유동)

318,849,804

175,206,208

미청구공사

159,887,811

190,513,948

재고자산

8,208,868,451

8,208,860,779

기타비금융자산(유동)

1,827,417,091

1,130,278,290

비유동자산

565,722,801,257

유동부채
매입채무

30,000,000,000

216,564,485,059

50,676,000,000

리스부채(유동)

3,534,448,764

-

기타금융부채(유동)

44,499,469,478

31,881,902,867

초과청구공사

2,036,897,433

169,505,079

기타비금융부채(유동)

5,504,979,479

4,422,212,046

당기법인세부채

6,368,513,373

2,245,712,422

입회금(유동)

비유동부채
557,178,662,969

입회금(비유동)

6,784,845,908

-

243,485,000

139,972,100

350,000,781

350,000,781

기타비금융부채(비유동)

17,435,776,519

31,369,957,845

이연법인세부채

34,105,349,092

28,478,027,217

1,383,777,370

1,358,243,230

기타금융부채(비유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80,169,556,826

176,445,755,520

종속 및 관계기업 투자

294,619,625

294,619,625

금융리스채권(비유동)

2,137,657,688

-

기타금융자산(비유동)

8,093,930,473

8,782,618,171

293,298,027,434

290,271,302,194

58,512,061,966

59,441,642,476

6,009,895,989

6,074,605,663

114,465,862

91,068,066

12,458,808,024

12,458,808,024

자산총계

726,746,925,791

318,373,085,140
258,035,127,197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기타비금융자산(비유동)

159,318,168,537
100,398,711,237

리스부채(비유동)

확정급여자산

122,333,935,666

10,000,000,000

단기차입금

1,960,000,000

무형자산

290,878,596,199
2,938,603,252

3,250,000,000

투자부동산

제 38(전) 기말

2,369,802,613

장기금융상품

유형자산

제 39(당) 기말

부채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위 : 원)

충당부채

부채총계

450,196,764,736

440,707,020,806

자본
자본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672,440,710,652

47,282,145,000

47,282,145,000

(10,219,701,786)

(10,219,701,786)

91,957,989,686

89,053,424,667

147,529,728,155

105,617,821,965

자본총계

276,550,161,055

231,733,689,846

부채와 자본 총계

726,746,925,791

672,440,710,652

㈜티시스 건설사업본부 찾아오시는 길

혁신을 통한
무한한 성장의 역사!
높은 비전을 향해 자라나다.
태광의 역사는 혁신을 통한
성장의 역사입니다.
태광 그룹의 바른 기업정신 안에서
티시스 건설사업본부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며
우리 사회를 밝히는
큰 나무로 성장하겠습니다.

주소ㅣ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8가길 1. 동림38빌딩
대표전화ㅣ070-8189-0100 / F 02-757-8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