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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회사개요 l

상 호 명
케이디건설㈜, ㈜빌리앙뜨, ㈜ 씨앤피시스템

㈜인안개발, ㈜뉴금영건설, KD 시스템(주), 인안시스템(주)

설립년월일 2000년 4월

대 표 이 사 정   준   택

본   사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11길 12-7 3층 (녹번동)

T. (02) 805-8564  F. (02) 805-8565

광주사무소
광주 서구 상무오월로 51번길2,302 (쌍촌동,신천힐탑상가)

T. (062) 372 - 8565  F. (062) 373 - 8565

화순사무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48 미래타워

T. (061) 372 - 8566  F. (061) 373 - 8580 

E - m a i l newkd123@naver.com

건설업면허
건 축 공 사 업 (01-2103) 

토 목 공 사 업 (01-0491)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전남화순 제2011 - 07 - 02호, 광주서2014-07-05, 광주서2015-0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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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인사말, 계열사현황 l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인안개발은 지난 30여년의 건축의 노하우와 전

문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디자

인과 설계로 전국 각지방의 유리온실을 턴키(TURN-

KEY) 프로젝트등으로 고객의 이익을 부합시키고, 빠

르게 진화하는 유리온실의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

용하고 개발함과 동시에 유렵형 유리온실(벤로형

(VENLO-TYPE)의 국내 제작 설치의 선두로써 알루

미늄바 자동가공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 유리온실

의 대지구입 컨설팅부터 건물완공까지 ONE STOP

으로 성실시공과 책임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성원

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대표이사  정  준  택

계열사현황

본사사옥

케이디빌리앙뜨 전경

  1. 토목,건축종합건설,주택부분

   - 케이디건설㈜

   -  ㈜ 빌리앙뜨

  2. 유리온실 전문건설부분

   - ㈜ 인안개발                                   

   - ㈜ 뉴금영건설

   - KD 시스템(주)

   - 인안시스템(주) 

  3. 부동산개발 

   - ㈜ 씨앤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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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회사연혁, 조직도 l

2000 04월 (주)빌리앙뜨 법인설립

2005
04월 케이디건설(주)법인설립

05월 건축 ,토목공사업면허 취득

10월 주택 면허 취득

2009 06월  ㈜ 씨앤피시스템 법인설립

07월  서울시 종로구 사옥이전 

2011
05월  IMT호텔(역삼동 지점) 설치

09월 (주)인안개발 법인설립

10월 한국농업시설협회 등록

2014 05월 (주)뉴 금영건설 법인설립

2015 03월 KD 시스템(주) 법인 설립

05월 인안시스템(주) 법인설립

회사연혁

조직도

대표이사

건설본부

경영지원
본부

이사

감사

토목건축, 주택 부

부동산 개발

유리온실 설계 부

유리온실 시공 부

총무 인사팀

업무팀

경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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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주요사업실적 l

토목 건축, 주택부분01 l 

㈜ KD 빌리앙뜨 준공, KD 빌리앙뜨 APT 신축공사

2005. 07

아파트 50PY-60세대 / 44PY-60세대

36PY268세대  총386세대)

휘경동 공영주차장신축공사 동대문 구청 발주

2009. 05 준공

5호선 오목교 환기구 개선공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발주

2009. 06 준공

문화예술회관자전거대여소 신축공사 

노원구청 발주 

2009. 07 준공

하이서울유스호스텔건립공사 (집회,숙박시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2011. 02 준공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주택 빌라

㈜ 빌리아뜨 발주 / 지하1층 지상4층

2014. 07 준공

건강스포츠교육센터 신축공사

강원대학교 발주  \10,970,993,000

2015년 현재 시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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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온실 사업 부분02 l 

2011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4,474m2

파프리카영농조합 문형윤농가 (화순군 도곡면)

2013. 02 준공

벤로형 첨단 유리온실 20,168m2  

한올영농조합법인 고영하농가(화순군 청풍면)

2013. 12 준공

2009 시설 원예품질개선사업 10,426m2

파프리카영농조합 임동휘농가 (화순군 도곡면)

2012. 02 준공

벤로형 첨단 유리온실 14,169m2

파프리카영농법인 정흥기농가(화순군 도곡면)

2014. 01 준공

벤로형 첨단 유리온실 22,225m2

파프리카영농법인  조정관농가(화순군 도곡면)

2014. 01 준공

벤로형 첨단 유리온실 22,288m2

대림영농조합(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2014. 07 준공

2014. 07 준공

벤로형 첨단 유리온실 13,548m2 

하이팜영농조합(진주시 일반성면 개암리)



유리온실 사업 부분02 l 

벤로형 첨단 유리온실 22,218㎡

조의현, 고영국농가(전남 화순군 청풍면 차리)

벤로형 첨단 유리온실 19,702㎡

선진영농조합법인(경남 합천군 야로면 나대리)

벤로형 첨단 유리온실 19,301㎡

강철기농가(전북 김제시 황산면 남산리)

벤로형 첨단 유리온실 28,295㎡

양승희농가(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

벤로형 첨단 유리온실 22,214㎡

이종혁,라미옥농가(전남 화순군 청풍면 차리)

2015. 08

2015. 08

2015. 07

2015. 07

2015. 07

준공예정

준공예정

현재진행중

현재진행중

현재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