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om its home on the Gold Coast in 
Australia’s fastest growing and most 
dynamic urban centre, the personnel of B P 
Development Consulting have amassed 
planning and engineering experience in 
residential projects in the style of canals, 
lakes, and park environment; waterfront 
commercial and tourist developments; and 
quality-of-lifestyle integrated golf and/or 
marina resorts, which it has been adapting 
to Asian markets for more than 25 years. 
They also boast extensive experience in city 
scale physical and strategic planning. 
Recent detailed planning commissions 
include: Brunei National Land Use Master 
Plan, Belait District Plan, and Brunei Muara 
District Plan, each for the Brunei Ministry of 
Development; the multi-billion dollar Mo 
Dao Island integrated marina resort in 
Zhoushan, China for Keppel Land now 
under construction; Emerald Bay, Johor - 
Malaysia’s most exclusive waterways estate 
– for BRDB and UEM Land in JV; and 
Aamby Valley City for Sahara Pariwar – 
India’s most famous elite residential and 
resort community. 
We have an active cooperation with Korea’s 
leading marina contractor and leisure 
boating specialist, CKIPM Marine Group 
(www.ckipm.com), for the master planning 
of large scale integrated waterfront 
developments. Cooperative projects to date 
have included the Ara Gimpo marina 
precinct on the Gyeongin Ara Waterway, 
Seoul; and re-development of the Busan 
Marina and new marine service centre 
in Haeundae, for Hyundai Development Co. 

Services: 

• Urban development master planning 
• City scale strategic planning 
• Specialist marina and waterfront 

development planning 
• Schematic infrastructure engineering 

solutions 

Contact: 

• Mark Windsor, Principal 
• T: +61 419 795 250 
• E:  mark.windsor@bpdconsulting.com 
• W: www.bpdconsulting.com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다이나믹한 도시 

골드코스트에 기반을 둔 BP Development 

Consulting사는 운하, 호수 및 공원 형태의 택지 

개발 프로젝트의 플래닝과 엔지니어링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수변 

상업지구와 관광지구 개발, 골프나 마리나와 연계된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 창출 노하우는 지난 

25년여간 아시아 각국의 유사 개발 프로젝트에 

그대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BP Development Consulting사는 도시 규모의 

프로젝트에도 많은 실직적이고도 전략적인 플래닝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행한 세부 요역으로는 부루나이 정부 

개발당국으로부터 수주한 부루나이 국가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 Belait지구 계획, 부루나이 Muara 지구 

계획이 있고, 현재 시공중인 Keppel Land사가 

발주한 수십억 달러의 중국 중산의 MoDao 섬 

마리나 리조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또한, BRDB와 

UEM 사가 공동 발주한 말레이시아의 가장 비싼 

수변 지구인 Emerald Bay 프로젝트와 Sahara 

Pariwar사가 발주한 인도의 가장 유명하고 고품격 

주거 및 리조트 단지인 Aamby Valley City 개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의 관련 업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CKIPM Marine Group (www.ckipm.com) 사와 

한국내 대규모의 수변개발 프로젝트에 밀접하게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한 

프로젝트로는 경인 아라뱃길의 아라마리나 마스터 

플랜과 부산 수영만 올림픽경기장 재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업무영역: 

• 도시개발 및 마스터 플래닝 

• 신도시 전략 계획 

• 마리나 및 워트프론트 개발 플래닝 

• 기반시설에 관한 엔지니어링 기술자문  
 

연락처: 

• 마크윈저/ 대표 
• T: +61 419 795 250 
• E:  mark.windsor@bpdconsulting.com 
• W: www.bpdconsul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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