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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O GLASS & MATERIALS

회사소개

대표이사 프로필
학,경력

㈜알토지앤엠은 창호(유리, PVC)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전문건설 업체로
지금까지 다양한 시공경험을 통하여 난이도 있는 어떠한 공사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품질은 물론 안전과 환경 관리에도 철저한 공사현장이

• 광동 중,고등학교 졸업 (남양주시 소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졸업
• 대한민국 ROTC 제21기 육군소위 임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7보병사단3연대, 수방사 30경비단 소대장
현재 국내 10대 건설사를 비롯하여, 총 90여개 건설사와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적극적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제1보병사단 15연대 10중대장 역임
• 육군대위 전역

특히, 대우건설의 주력 협력업체이며 2009년부터는 주요협력사, 2011년부터 2018년 현
재까지 우수협력회사로 선정되었고, 2015년에는 최우수 협력회사로 선정되는 등 주요현장
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동신유리㈜ 공사영업담당이사 재직
• 경원공영㈜ 상무이사 재직
• ㈜알토지앤엠 대표이사 취임 (2004~현재)
•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설경영 최고 위과정 제 12기 수료 (2009)

또한, 2014년부터 KCC PVC창호공사에 참여하여 2016년 자체 PVC창호 가공공장을 설립
하였고, 대우건설 당진2차 푸르지오, 합정 2구역 주상 복합, 화성 동탄 6블럭 현장, 롯데건
설 남양주 다산지구, 현대건설 광주 태전, 파주 운정 및 송도 힐스테이트, 대림산업 춘천 퇴
계 현장 등과 삼성물산 송파 헬리오시티 AL+PVC 복합창호의 현장시공을 성공적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 중앙일보 최고경영자 과정 J포럼 제4기 수료 (2011)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ACPMP) 제10기 수료 (2013)
• 한양대학교 창조도시 부동산 융합 최고위과정(ARP) 제2기 수료 (2016)
• 한국 판유리 창호 협회 회장(2017~2019.03)
• 서울시립대 ROTC 총 동문회 회장(2018~2019)

㈜알토지앤엠은 신용평가 상위등급의 안정성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자”는 사훈 아래 모든
임직원이 하나 되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가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ROTC 21기 총 동문회 회장

◈ 알토지앤엠 (Alto G&M)설명

(2019~현재)

- Alto : 라틴어 Altus(더높이)에서 유래된 이태리어로
최고의 회사를 지향하고, “알토란”과 같은 알찬 회사를 추구합니다.
- G : Glass(유리)

- M : Materials(자재)

대한민국 ROTC 중앙회 상임부회장
(2015~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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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요 연혁
ㆍ 박기춘 회장 취임
ㆍ ㈜대우건설 최우수 협력회사 선정
ㆍ 두산건설㈜ 우수협력회사 선정
ㆍ 유상증자 (자본금 5억)
ㆍ 투자회사 ㈜글라스원(충북 음성)
유리 가공공장 신축 준공
ㆍ ㈜KCC 우수협력업체 인증
ㆍ ㈜대우건설 주요 협력회사 선정
ㆍ 본사 이전 (송파구 가든파이브 웍스)

ㆍ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면허 취득
ㆍ ㈜KCC 유리 대리점 개설

ㆍ ㈜대우건설 우수협력회사 선정

ㆍ 회사 설립

ㆍ 현대엔지니어링㈜ 우수협력회사 선정
ㆍ ㈜KCC e-MAX Club 인증서 취득
ㆍ 부동산개발업 등록
ㆍ PVC 창호 가공공장 설립 개업 (경기 이천)
ㆍ ㈜KCC 창호 대리점 개설
ㆍ ㈜대우건설 우수협력회사 선정 (2011년 ~ 현재)
ㆍ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 / 중소기업청장

ㆍ ISO 9001 인증서 취득

ㆍ 박병수 대표이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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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직도

기술자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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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증

건설업 면허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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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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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인증서

e-MAX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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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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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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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PL창호)

면적
1공장

1.280평

설비

생산인력

4포인트 용접기 1대
2포인트 용접기 1대
20명
4포인트 용접기 1대

2공장

2,000평
2포인트 용접기 1대
시스템창, 분할창, 이중창 가공가능
일일평균 이중창 300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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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순위 확인서

시공능력 평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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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사실적(유리공사)
회사명

대우건설

GS건설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인천 갈산동 지식산업센터

20.01~21.12

2,978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8.09~19.12

234

송도 아트 포레 푸르지오

18.07~19.08

352

마산 로봇랜드

18.04~18.12

411

세운 오피스 현장

17.10~19.04

하남 지식산업센터

17.09~19.06

동탄 행복 푸르지오

17.03~18.02

회사명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힐스테이트 당진2차

17.03~18.02

143

울산 과학기술대

15.09~16.08

307

왕십리 뉴타운 3구역 재개발

15.04~16.05

637

스태츠칩팩 코리아 신축공사

14.02~14.11

185

3,479

안철수연구소 사옥 (KCC)

11.02~11.08

1,690

2,296

전남 화순 주상복합 신축공사

20.01~21.07

1,102

325

마곡지구 B5-1블럭 오피스텔

17.01~17.12

316

문정 지식산업센터 3-1BL

15.04~16.09

2,750

수원호매실 3초교 신축

14.08~15.02

168

울산화정동 엠코타운

13.03~15.12

1,823

남양 디자인동(기아차) 신축

13.08~14.08

782

용인 서천고 신축

12.10~13.03

201

광주2공장 증설관련공사

12.06~13.05

19

현대건설

삼송 원흥역 푸르지오

17.02~18.07

455

계명대 동산의료원 신축공사

16.05~18.04

3,586

광명역세권지구 주상2블럭 주상복합

15.11~17.08

219

대우 당진2차 푸르지오

15.06~16.06

738

송파 파크 하비오 복합단지

15.05~16.07

2,973

고려대 미래공학관 신축공사

14.09~15.03

468

광교 중심상업지역 복합시설

14.07~15.10

1,028

당진 현대제철 C지구 사내복지관

12.12~13.12

53

오비즈타워 신축공사

13.09~14.12

3,586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19.05~20.07

439

김해 부원역세권지구 주상복합

13.05~14.08

1,357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

19.03~19.12

295

판교 C1-2 블럭

12.02~13.05

1,049

송파헬리오시티

18.09~19.01

173

잠실 신천동 주상복합

11.11~13.06

1,628

용인양지물류센터

18.07~18.12

158

부산 당리1구역 재개발 현장

11.05~13.03

203

마포한강 아이파크

17.11~18.08

172

판교테크노밸리현장

10.11~11.01

3,709

가락시영 재건축 현장

17.09~18.10

918

충정로 오피스빌딩

10.06~11.11

648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17.06~18.05

655

인천 연수동 주상복합

09.11~11.06

998

속초 청호 아이파크

17.04~18.01

235

송도주상복합

09.08~10.11

1,868

고덕숲 아이파크

17.04~17.12

234

국방문화연구센터 건립공사(경기)

13.08~14.12

754

수원영통 아이파크

16.11~17.10

307

왕십리뉴타운2구역 신축공사

12.11~14.02

332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15.07~16.04

706

V-ENS인천캠퍼스 신축공사

12.06~13.07

3,838

하남미사 A26블럭 아파트

15.06~16.07

617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ALTO GLASS &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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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사실적(유리공사)
회사명

SK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림건설

한양건설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광교중앙역 SK VIEW

20.03~21.04

648

제주 연동 1494 오피스텔 신축공사

20.07~21.11

503

송도 SK VIEW Cental, 발코니확장

19.02~20.12

657

제주영어교육도시 D-7B/L 공동주택

18.03~19.03

484

보라매 SK VIEW, 발코니확장

18.06~20.01

1,827

제주헬스타운 2단계 1차

16.07~17.05

417

송도 SK VIEW (2BL), 발코니확장

17.08~19.07

1,320

상암동 오피스텔

13.02~14.02

379

신동탄 SK VIEW Park 2차, 발코니확장

15.12~17.09

1,277

극동방송사옥

13.02~14.01

411

인천 SK Sky VIEW (1BL), 발코니 확장

14.07~16.06

1,645

두산분당센터 신축공사

19.07~20.09

4,232

가양역 지식산업센터

20.04~21.11

1,372

서울대병원 BTL

18.04~19.02

334

안산오토돔 신축공사

18.11~19.06

339

부산정관 테라스

17.09~18.03

391

용인 성복동 주상복합사업

18.10~19.06

919

건우APT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7.07~18.09

559

아울렛 용인점

18.07~18.12

845

중앙대 310관 신축공사

14.10~16.07

1,209

춘천 온의지구 롯데캐슬

14.04~15.11

424

군포 당동2 A2블럭 아파트 2공구

12.08~14.01

471

한화건설

두산건설

잠실 제2롯데월드 지하층

13.11~15.02

377

시지 코오롱하늘채 스카이뷰 신축공사

20.02~22.02

1,020

잠실 제2롯데월드 지상층 천창시공

13.04~15.01

814

부산~울산 복선전철 덕하역 외 1개역사

18.12~19.11

229

롯데마트 동인천점, 남양주점, 동두천점

09.07~10.12

170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18.03~19.07

1,995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건립

09.01~09.05

85

창원 현동 공공분양주택건립공사

17.09~18.12

407

원주 중앙공원 1블럭(LG)

20.03~22.01

1,322

광교벤처집적시설 건립공사

14.04~14.12

656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LG)

19.11~22.02

1,637

안양 안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20.04~21.06

613

내곡지구 1단지 아파트

13.06~14.08

1,871

사천시 예수리 공동주택 신축 사업

19.02~20.06

1,078

고덕아파트

19.01~20.02

113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8.02~19.05

323

왕십리 뉴타운1구역

13.12~15.04

205

중앙연구소 PILOT 신축공사

17.11~18.05

313

용인 다이소 허브센터

12.06~12.12

327

장릉(김포) 쉴낙원 건축공사

17.08~17.12

50

코오롱글로벌

KCC건설

전주공장 증설 신축공사

12.08~12.11

56

사천시 예수리 공동주택 신축사업

19.02~20.06

1,152

배방 한양 수자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18.04~19.01

456

오산원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17.12~19.05

682

삼성물산

울산 호계 2차 지역조합

16.12~17.10

915

삼성중공업

서초동1572-4 업무시설 신축공사

15.05~16.03

450

대전 문화동 복합시설

13.09~14.03

407

경북 김천 LH아파트

12.09~13.10

1,167

서조산업빌딩

10.10~11.06

180

용인 포곡 삼성쉐르빌

11.09~12.1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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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사실적(유리공사)
회사명

한양

한라

쌍용건설

공사명

씨제이대한통운

회사명

18.10~21.04

1,325

세종 3-3 L2 공동주택

15.07~17.01

889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안 두정동 아파트

19.01~20.04

288

울산 명촌동 효성APT 신축공사

17.07~18.03

65

부산 온천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17.07~19.04

1,303

상도동 지역주택조합

14.11~15.10

253
284

LH 청주 율량 21블록 아파트

12.08~13.06

244

시흥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16.05~18.02

2,105

평택공장 시험평가센터 증축공사

15.11~16.02

70

노량진 복합빌딩

14.11~15.08

현대 마이스터고 기숙사 신축공사

14.11~15.07

82

신대방 호텔 오피스텔 신축공사

14.11~15.11

497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12.07~13.05

499

파주운정주공

10.01~10.12

405

만도브로제 송도공장 신축공사

11.12~12.06

192

용인 서천동 해링턴 플레이스

16.03~17.07

751

파주 교하 지구 A6B/L 한라아파트

11.06~12.10

659

서산읍 내동 양우내안애 아파트

16.11~18.09

1,150

인천 청라지구A6B/L 한라비발디아파트

10.06~11.12

1,461

나주 송월지구 내안애 아파트

16.11~17.12

583

동부산 아난티 펜트하우스

15.02~17.01

429

경북 안동시 송현동 공동주택

19.06~20.09

491

목감고등학교 신축공사

19.05~19.09

238

LH 부천옥길 B2블럭 1공구

14.12~16.03

1,851

건영 아모리움 양우내안애 아파트

16.12~17.12

1,570

충남 예산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16.05~17.08

589

성남 수정구 보건소 건립공사

15.04~16.02

137

울산 굴화지구 지역주택조합사업

14.03~14.11

226

경북대학교 생활관 신축임대

18.10~19.07

153

원주기업도시 탑프라자 신축공사

19.06~20.02

368

마포구 성산동 오피스텔

16.11~17.10

218

육군 화천 양구 관사 및 병영시설 BTL

19.11~20.08

473

블루원 기숙사 신축공사

13.05~13.07

91

고양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설치공사

12.03~13.10

65

현석 호수아파트 리모델링사업

12.03~13.03

46

구리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11.08~12.11

147

육군 광주지역 시설공사

KR산업

계약금액

양양내곡 아파트

KAI 사무동 및 회전익동 신축공사

계룡건설산업

공사기간

07.07~08.05

11

19.05~19.12

302

대구대명 뉴스테이

17.01~18.07

498

기초과학연구원 본원1차 건립

17.03~17.11

1,307

위례지구 911사업 시설공사

16.02~16.12

370

예산 증곡 농공단지 내 공장신축

16.02~16.06

120

증평 송산 A-5BL 아파트 4공구

20.08~22.05

419

김해 율하 아파트 1공구

18.01~19.03

512

인천서창2 2BL 10공구

16.10~17.10

1,312

인천서창2 15BL 11공구

16.10~17.09

260

효성중공업

진흥기업
양우건설

양우종합건설

건영

신동아건설

금호건설
우남건설

태영건설

LH 대구신서혁신 B5-3공구

14.10~15.10

729

신내3지구2단지아파트, 정릉유스하우징

11.08~12.05

28

제당 식품 통합 생산기지

17.22~18.07

421

블루모아 워터파크 건설공사

11.01~11.11

199

서초동 1688-1 업무시설

15.12~16.08

245

마산 메스로시티 데시앙

08.04~10.01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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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사실적(유리공사)
회사명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시흥 목감지구 한신 휴플러스

15.11~17.02

1,022

SH 내곡 3,5,7단지 아파트

12.21~14.05

1,979

포항창포메트로시티 신축(KCC)

16.09~18.03

1,000

기장역사 신축공사

15.11~16.05

407

LH 충북혁신 B1-1공구 아파트

12.10~14.05

1,899

마곡지구 일성트루엘 오피스텔

15.10~16.06

263

방화동 무궁화연립주택 재건축

11.11~12.09

130

성남-여주 복선전철 5공구

15.07~15.12

372

남양주 별내아파트

11.04~12.07

1,226

문래동 아라비즈타워 신축

12.02~13.02

262

대치동 알파빌딩

10.07~11.02

194

포스코엔지니어링

라온건설

진주혁신도시A-2BL 공동주택

16.05~17.11

730

신세계건설

우성건영

동탄2 13-1 우성에듀파크

18.08~19.03

360

한신공영
한림건설
동부건설

일성건설

남광토건

극동건설

대방건설
대우조선
해양건설
동우건설산업

동원건설산업

고덕종합건설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수원축산농협 하나로 마트 신축공사

20.08~20.10

172

해양안전체험관 건립공사

20.04~20.10

144

대원

문화동 센트럴칸타빌 신축공사

17.06~18.12

1,510

화성산업

대전노은3 B3BL 아파트 12공구

14.02~14.09

692

한진중공업
우륭건설
한미글로벌

삼호

경남기업

모다 아울렛 신축공사

15.09~16.04

319

상계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15.03~15.07

632

방배 마에스트로 주상복합

18.03~18.12

208

신공덕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15.06~16.02

130

용인 다이소 허브센터

12.06~12.12

327

전주공장 증설 신축공사

12.08~12.11

56

서초동 아주상가 재건축

12.06~13.03

246

김포한강 이마트 신축공사

14.07~14.10

86

영주적십자병원 신축 BTL

16.11~17.11

270

양주옥정 A-16BL

16.01~17.04

449

은평뉴타운 엘크루 주상복합

15.10~17.02

394

이의초 1초외 3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11.06~11.11

78

국방00본부 시설공사

11.11~12.05

182

경남 마산의료원 신축공사

15.08~16.03

133

우미건설

경북대 3D융합 기술지원센터

15.03~15.09

155

운정중학교 신축공사

10.10~11.01

66

KD건설

아산법곡 KD 아람채 신축공사

16.04~16.09

187

용현 학익3초등학교 신축공사

16.04~16.07

265

창원 북면 13,25BL 아파트

13.12~14.12

1,884

천왕지구8단지,고척동156 전세주택

17.06~18.01

318

대우산업개발

평택성모병원

14.04~15.01

78

STX건설

해운대 호텔

13.07~14.12

1,123

정우건설산업

이안 라미온파미에 신축

17.01~17.03

914

장기초등학교

11.05~11.07

66

새미래건설

동대 센트럴파크 아파트

16.01~17.05

928

전남대 해양환경시뮬레이션

09.10~10.07

35

한동건설

호매실 3중학교

12.07~13.01

152

정천초등학교

08.12~09.04

41

지행역 베네스트

08.07~09.07

808

화성 봉담 주공아파트 신축공사

07.08~07.12

214

하남 풍산 동원 베네스트

07.04~08.04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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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사실적(PL창호공사)
회사명

현대건설
(KCC)

대우건설
(KCC)

삼성물산(KCC)
롯데건설(KCC)
대림산업(KCC)
두산중공업
KCC건설
한양
케이알산업
SG 신성건설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회사명

별내 스테이원

19.12~21.08

1,621

양우종합건설

삼송역 스칸센

20.03~21.05

1,705

벽산엔지니어링

범계역 모비우스

19.07~21.07

941

힐스테이트 학익

18.07~21.05

2,400

하남 포웰시티

19.03~20.10

2,200

레이크 송도1차

17.07~19.06

2,153

송도 힐스테이트

17.11~18.11

3,000

KD건설

하남 미사에코

17.10~18.06

1,000

파주 운정 힐스테이트

16.12~17.08

4,000

광주 태전동 5공구

16.07~18.01

1,560

김해연지공원

20.07~22.02

4,664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18.05~21.03

3,000

파라다이스글로벌

원흥역 푸르지오 시티

19.02~21.01

6,000

성호건설

화성동탄 6BL

16.09~19.01

738

합정 2구역

15.03~16.07

2,700

당진 2차 푸르지오

15.03~16.06

3,012

송파 헬리오시티 AL+PVC 복합공사

17.04~18.12

8,000

대치2구역르엘재건축

20.07~22.03

1,313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15.10~17.03

6,000

춘천 한숲 시티

17.12~20.01

2,986

경주 두산위브 트레지움 아파트

19.04~20.09

4,345

㈜KCC 안성도료공장

14.07~14.12

120

양양 내곡 공동주택

18.04~20.04

2,750

김포한강 Ac-01BL 아파트 11공구

19.02~19.12

1,200

울산 방어동 주상복합

16.10~19.04

880

아산 온천 미소지움

15.02~17.03

1,695

안강건설

공사명
경북 안동시 송현동 공동주택

공사기간
19.06~20.09

계약금액
1.899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주상복합 신축

20.04~21.08

784

김포한강신도시 구래지구 오피스텔

19.02~19.12

807

김포한강신도시 안강럭스나인 3차

19.02~20.08

315

김포한강신도시 MS-5-1BL 오피스텔

19.02~20.06

114

김포 한강택지개발지구 MS-2-5BL

19.02~19.11

107

아산 법곡 KD 아람채 신축공사

16.01~16.10

573

가경코스모

세곡동 센트라빌

16.09~17.01

440

디에이건설

의왕시 오전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20.05~21.09

632

호반건설

자양12구역 지역주택조합

20.05~21.06

171

일성건설

속초시 교동 생활형 숙박시설

19.05~21.10

334

서초동 오피스텔

16.08~17.05

138

금장리 407 주상복합

17.06~18.12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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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상패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장

2015년 ㈜대우건설
최우수 협력회사 선정

2015년 두산건설㈜
우수 협력회사 선정

2018년 ㈜대우건설
우수 협력회사 선정

ㅣ

32

찾아오시는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