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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혁신, 믿음으로 더 높이!

(주)한양이 미래를 향한

꿈의 날개를 펼칩니다

(주)한양은 지난 46년간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앞선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에너지와 주택 . 개발사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차별화된 건설 노하우로   

도시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주)한양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오늘도 비전의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보성그룹 한양타워

내일은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새로운 에너지와 주택.개발사업의 크리에이터로 빛납니다!
-

한양만의 기술력으로 에너지와 주택・개발사업의 리더로 커갑니다.

누구나 바라던 깨끗한 에너지도, 모두가 꿈꾸던 미래의 도시도

당신의 더 나은 내일과 행복을 맨 앞에 두어야 합니다.

한양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와 사람 중심의 미래도시 개발로

가장 가까이에서 당신의 미래와 행복을 짓겠습니다.

NEW ENERGY CREATOR



김 형 일



I T ’ S  H A N Y A N G  V I S I O N !

창의적인 사고와 기술혁신으로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갑니다

SMART CREATOR

에너지

종합부동산
개발

건설레저

HANYANG
VISON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고

에너지 소비자의 행복을 높여갑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로 구현하는 새로운 세상!
사람과 기술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비전을 미래도시가 제시합니다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발상과

사고로 부동산의 개발 . 투자 . 운용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로 최상의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도전과 세상을

바꾸는 혁신으로 건설산업의 더 큰 

미래를 그려갑니다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차별화된 복합레저문화를

선도해 나갑니다

철강

MAKE
THE CHANGE &

TAKE
THE C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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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 등 미래 성장 사업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재도약하여 시장의 변화를 주도합니다 

미래가 다른 한양의 기업비전이 업계 최상의 BRAND로 입지를 굳힐 것입니다

한양은 건설을 넘어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



(주)보성

보성그룹의 새로운 심볼은 세 개의 원이 하나로 합쳐진 가장 균형잡 

힌 형태입니다. 각각의 가치를 담은 세 원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다양한 계열사를 아울러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성장하는 보성그룹의 

이상향을 표현합니다.

MAIN COLOR

Bosung Blue
PANTONE® 2175 C
#006AC6

R0 G106 B198
C99 M47 Y0 K0

Bosung Orange
PANTONE® 152 C
#E57200

R229 G114 B0
C0 M66 Y100 K0

Bosung Green
PANTONE® 2417 C
#249E6B

R36 G158 B107
C79 M7 Y71 K2

Bosung Black
PANTONE® Black C
#000000

R0 G0 B0
C0 M0 Y0 K100

본 심볼마크는 (주)한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각물로 계열사 시그 

니처는 그룹 CI시각 체계 구조에 따르며, 조화로운 시각 보정 및 세 

부 검수를 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주)한양

PANTONE 2935C
PROCESS COLOR C100 / M70
RGB COLOR R102 / G102 / B102

MAIN COLOR

Bosung Blue
PANTONE® 2175 C
#006AC6

R0 G106 B198
C99 M47 Y0 K0

Bosung Orange
PANTONE® 152 C
#E57200

R229 G114 B0
C0 M66 Y100 K0

Bosung Green
PANTONE® 2417 C
#249E6B

R36 G158 B107
C79 M7 Y71 K2

Bosung Black
PANTONE® Black C
#000000

R0 G0 B0
C0 M0 Y0 K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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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RENEWAL OF CI&BI08MORE... HIGH FLY HANYANG

보성 & 한양의 얼굴을 소개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미래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성은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런 의지를 담은 새로운 CI가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그룹 CI와 함께 과감한 
글로벌화, 디지털 경영으로 세계무대를 두드리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을 창조할 것입니다.

INSTRUCTION OF IDENTITY 

Orange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미래도시

개발 등 풍요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보성의 끝없는 열정

Space
사람과 환경이 함께하는 

공유와 공존을 상징하며, 

보성의 핵심가치를 하나로

연결했음을 표현

Green
건설, 부동산 개발, 레저 등

기존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기반으로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보성의 빛나는 창조정신

Blue
건전하고, 투명한 정도경영을 통해

기업정신을 실현하고 인류가 공존

하여 행복한 삶을 가꾸어 나가는

보성의 미래를 향한 도전



건설

미래도시

에너지

레저

철강

종합부동산개발

보성산업(주)

코리아에셋매니지먼트(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광양그린에너지(주)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주)한양

코리아에너지(주)

여수국제항만(주)

파인힐스컨트리클럽

파인비치골프링크스

해원에스티(주)

해원엠에스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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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가족이 있기에, 미래로 더 크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한양이 속해있는 보성그룹은 건설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 개발, 레저, 철강, 에너지, 미래도시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하여 독보적인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성은 더 나은 시너지 창출을 위해 보성의 계열사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내실 있는 경영을 이루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건설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BOSUNG IS MOVING FORWARD TOGETHER

www.hycorp.co.kr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주택, 개발, 건축, 플랜트, 인프라, 해외사업 

등 대한민국 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 동력인 에너지사업 

을 통해 글로벌 건설 . 에너지 리더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www.bosungcorp.com
주택, 복합개발, 미래/레저도시, 대규모 단지개발 등 다양한 부동산 

개발부터 운영 및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

의 종합부동산 회사입니다

www.krasset.com
부동산 개발, 매매 및 임대, P.M 및 마케팅 용역, 컨설팅 등 폭넓 
은 유형의 부동산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olaseado.com
4차 산업혁명이 구현되는 AI 기반의 미래 신도시 건설을 선도
하는 국내 최고의 도시개발 회사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www.bosung21.com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환경 발전회사 입 

니다

www.bosung21.com
동북아 LNG 허브 구축을 통해 대규모 가스 인수 . 저장시설 및 
물류 . 금융 . 가스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bosung21.com
환경 친화적인 바이오매스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대한민 

국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www.ygport.com
항만하역 인프라 및 보관, 운송 등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 

여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선사합니다

www.bosungleisure.com
남도의 맛과 멋을 즐기는 감동과 즐거움은 물론 대자연과 하나된 

곳에 여유로운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골프장입니다

www.bosungleisure.com
글로벌 수준의 품격을 경험할 수 있는 월드클래스 골프장으로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이 즐겨 찾는 명문 클럽입니다

www.hwst.co.kr
2005년 5천만불 수출탑 수상에 빛나며 삶의 질까지 높이는 열연 
. 냉연 철강가공 및 제조 전문 종합철강 회사입니다

hwmsc.co.kr
세계 최초 친환경 강판을 자동차, 건축 내외장재, 가전 등에 적용 

하여 미주, 유럽, 아시아로 수출하는 글로벌 친환경 고급 소재기 

업입니다



도전과 열정의 발자취

인천 청라지구 한양수자인 분양 (566세대)   2009. 05.
인천 청라지구 연내 약 7,000세대 분양 예정   2009. 01.
(주)한양, 인천 건설산업 활성화 우수업체 선정   2008. 12.

보성건설(주) 시공부문 분할합병   2007. 09.
주택브랜드‘수자인(SUJAIN) ’런칭   2005. 02.

파인힐스 컨트리 클럽 완공   2004. 09.
보성건설(주) M&A 완료   2004. 02.

최고의 시너지 창출

글로벌 리더로 도약

2019. 06.  보성그룹 한양타워 신사옥 준공
2018. 11.  울산 건축문화제 대상 (울산시립도서관)
2017. 12.  한국수자원공사 안전관리 최우수상 수상
2017. 04.  보성그룹 사옥 신축공사 기공식
2017. 02.  청라국제도시‘시티타워’개발 사업협약 체결
2016. 02.  세종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 (3-2생활권 M5BL)     
2015. 10.  파주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준공 (1,006세대)
2014. 02.  NH농협 통합 IT센터 건축사업 수주
2013. 01.  삼척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수주 
2012. 02.  김포한강 ab-09BL 수자인 준공 (1,473세대)
2011. 10.  광주야구경기장 건립공사 수주
2011. 08.  한국 10대 골프코스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선정

HISTORY OF HANYANG
한양이 걸어온 길이 대한민국 건설역사의 길이 됩니다!

1973년 창립 이래로 독보적인 기술력과 노하우, 지속적인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한양은
국내 건설산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며 초우량 건설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양의 탄생과 성장

1979. 11.  전기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1978. 06.  국내 최초 고층 아파트 부분 P.C공법 적용
1977. 02.  쿠웨이트 지사 개설, 해외 건설공사 개시
1976. 07.  해외 건설업 면허취득
1975. 11.  여의도 한양아파트 준공
1974. 05.  전기 공사업 면허취득
1973. 04.  한양주택개발 주식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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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 1989

1990 - 1999국내건설 경쟁력 강화

1999. 06.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취득
1998. 03.   해외 건설업 재등록(토목, 전기공, 특수공)
1996. 06.  예술의 전당 및 국립국악당 준공
1996. 04.  유상증자 101억원(자본금 총액 521억원)
1995. 07.  ISO 9001 인증 취득(튀브 바이센른 삭센 社)
1992. 10.  전문 기술용역업 면허 취득
1990. 02.  시화공업단지 조성사업 완공

2000 - 2009

2010 - 2019

1973 - 1979

중소기업은행 본점 사옥‘서울시 우수 건축상’수상   1987. 09.
  특정열기자재 시공업 지정 면허취득   1987. 03.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시장 준공   1986. 04.

가스시설공업자 등록 면허취득   1985. 06.
서울시 중구 정동 1-17번지로 본점 이전   1984. 01.
사우디 인터컨티넨탈 호텔 건립공사 착공   1983. 02.

평택 LNG 인수기지 착공   1981. 07.



국가 에너지 사업의 원동력이 될

새로운 에너지 사업의 길을 엽니다!

한양은 대량의 가스를 저장, 공급하는데 필요한 LNG 저장탱크, 주배관, 기화송출설 
비 등을 시공하며 국가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국내외 LNG 물동량 추이와 수요 등 글로벌 시장을 
분석하며 중장기적 시각으로 LNG 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거점 구축의 꿈,

동북아 에너지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한양은 수요처가 밀집한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천연가스 시

장에서 LNG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수소 생산은 물론 연료전지, 벙커링 등
다양한 국가산업 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되는 한편 고용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사, 해외 수요처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LNG의 저장 
과 공급, 트레이딩이 모두 가능한 글로벌 LNG 허브를 구축할 것입니다.

플랜트 시공을 넘어

차원이 다른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한양은 기존의 에너지 플랜트 분양에서 쌓은 사업 수행 역량을 기반으로, 최적의 

부지 선정과 개발은 물론 수요처 확보와 인허가 추진까지,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LNG 시설의 구축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가능한 차원이 다른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 미래 에너지원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꿈을 열어주는 LNG사업!
한양은 수소생산, 연료전지 등 다양한 국가산업 발전의 신성장동력이 될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확보하여 동북아를 움직이는 LNG 전문기업으로 빛납니다.

LNG로 움직이는 특별한 세상 -
동북아의 중심에 선 LNG 리더로 주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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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은 세계의 중심이 될 동북아 LNG 허브를 구축해 나갑니다!
LNG 허브란 대규모 가스 인수, 저장시설에 물류, 금융, 가스 거래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제 중심지를 의미합니다. 
한양은 1단계로 2023년까지 20kl 규모의 LNG 저장탱크 4기(연간 400만톤 규모 물량 처리기능)와 연료전지, 기화송출설비 등을
갖춘 LNG 터미널을 조성하고 최대 13기까지 LNG허브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입지부터, 수요, 시공 능력까지 한양의 안목과 기술은 다릅니다!
항로•항만의 조건이 양호하고 여수산단 입지로 발전•산업용 수요 확보가 용이하며 확장 가능성 (94만py)을 고려한 탁월한 입지를 선택합니다. 
또한 원전, 노후 석탄발전 폐지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Bridge Fuel 역할이 가능하고 자가소비용 발전소 건설을 통한 사업 추진
(묘도 복합발전 - 2GW, 묘도 연료전지 - 200MW)을 위한 풍부한 수요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주)한양은 국내 최초 평택기지 10만 kl 및 삼척 27만 kl 등 다양한 규모의 탱크건설 실적을 보유(총 19기)한 시공 능력부터 
다른 전문 LNG 허브기업입니다.

안정적 수익구조와 세계를 잇는 다양한 사업기회를 드립니다!
Take-or-pay 계약에 따른 수익 발생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해드립니다.
또한 LNG 벙커링, 수소 생산(여수시 수소 시범도시 추진), 냉열이용사업 등 연관사업의 기회는 물론 향후 해외 마케팅 법인 

설립을 통한 국내 직수입 공급, 해외 트레이딩 사업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를 잇는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
글로벌 에너지의 꿈이 한양으로 연결됩니다

 

묘도의 야경

LNG (Liquefied Natural Gas)

한양이 전남 여수 광양만권의 묘도에 약 98.6만m2(약 30만평) 규모로 구축할 예정인‘동북아 LNG 허브터미널’은 한·중·일을 아우르는 
동북아 에너지 거점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양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구축으로 산업 발전 
도모는 물론 대규모 고용 창출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East Sea

500km

500km

1,000km

1,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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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su Busan

Incheon

Mokpo

위치 : 전남 광양만 여수 (묘도 준설토 매립장)

면적 : 약 98.6만 m² (30만평)
투자비 : 약4조원 (1단계 탱크 4기:약 1조3천억원)
시설 : LNG탱크 20만 kl ×13기, 기화설비, 항만 등
건설 : 2020년 4월 ~ 2023년 9월 (1단계 기준)
연관산업 : LNG벙커링, 냉열이용창고, 데이터센터, 
금융/물류산업 등

* 추진일정, 부지면적, 투자비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는 미래를 위해,

한양이 찾은 새로운 해답입니다!

한양이 속한 보성그룹은 환경설비업으로 출발해 줄곧 사람과 환경을 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무한한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우하는 풍요로운 내일,

신재생에너지로 청정 세상을 보여드립니다!

발전소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공원조성,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친환경 연 

료의 공급과 개발 등 한양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미래를 앞당길 것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되는 [RE100 도시]의 조성 등에 적극 참여하여 따라올 수 없는 신재 
생 에너지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생산,

사람과 환경을 먼저 생각한 신자원입니다!

한양은 천혜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최적의 효율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생 

산할 것입니다. 또한 부지 선정부터, 설계, 자재 조달은 물론 시공과  발전 시설의 운 

영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사람과 환경을 먼저 고려하여 수행하겠습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청정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한양은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청정 에너지 개발과 생산, 운영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 갑니다.

모두의 바램을 담은 청정 미래 -
지구가 꿈꾸는 깨끗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태양광발전 부지
(48만평)

솔라시도 구성지구
(634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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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제로의 태양광발전소 -
세계가 부러워하는 친환경 도시를 창조합니다!

 

NEW RENEWABLE ENERGY

한양은 전라남도 해남 구성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친환경 관광레저형 미래도시 ‘솔라시도’ 내 약 48만평 부지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의 태양광 발전소는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를 기반으로 탄소배출 제로 도시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사업명 : 솔라시도 98MW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 (주)한양 + 한국남부발전 + FI  사업위치 :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  사업 부지 면적 : 1,588,846m2 (48.0만평)  사업규모 : PV 
98MW / ESS 306MWh  예상발전량 : 129GWh/yr ~ 26,875세대/연 이용 가능량 (1가구 400kWh/월)  총투자비 : 약 3,845억원  건설기간 : 2019년 2월 ~ 2019년 12월  운영기간 : PV : 2020년 
1월 ~ 2039년 12월(20년) ESS : 2020년 1월 ~ 2034년 12월(15년)

압도적 규모의 발전, ESS 용량을 갖췄습니다! 
98MW 태양광 발전 - 390W 고효율 태양광 모듈 약 28만장을
설치하고, 268MWH 태양광 연계 ESS - 배터리와 충방전을 위한 
44개의 인버터로 구성됩니다.

친환경 미래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태양광에너지 기반의 탄소배출 제로 및 에너지 자족 미래도시를 

선보이며, 솔라시도 주거 및 상업시설 외 추가 7만여 가구 
약 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합니다.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발전 효율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고효율 Halfcut 태양광 모듈, Multi String 인버터 등 검증된 
우수 기자재, 설비 사용으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합니다.

(단위 면적당 출력증대 및 그림자로 인한 출력저하 최소화)

글로벌 스탠다드의 

태양광 발전소를 완성합니다!
재생에너지 체험교육, 전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함은 

물론 건물형 태양광 구조물, 설비 하부 작물재배를 겸할 수 있는 

영농형 도농복합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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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스케일부터 다른 바이오매스 발전소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총 220MW 발전설비용량(110MW 2기)의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구축하였습니다.

화학 첨가물 제로인, 친환경 바이오매스 발전소입니다!
화학 첨가물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목재만을 100% 사용하였으며, 다른 성분의 연료와 함께 연소하지 않는 전소 방식의 연소입니다.
또한 폐지 예정 노후 발전소로 대체함으로써, 광양만권 유해 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 산림자원, 부산물 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합니다.

대규모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시켜 드립니다!
발전소 건설 기간 동안 연간 2만여 명 고용효과가 예상되며, 지역 주민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바이오매스의 꿈 - 
더 큰 가치를 선물하는 한양에서 이루어집니다!

 

NEW RENEWABLE ENERGY

한양은 순수 목재만으로 만든 목재펠릿과 목재칩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전남 광양만 황금산업단지에 건설할 예정입 

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새로운 자원순환체계 구축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목재펠릿

산림성장

탄소흡수

탄소발생

친환경 연료, 
탄소중립형 목질계
바이오매스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부지면적 : 약 37,000평
사업비 : 약 6,820억
설비용량 : 220MW (110MW X 2기)
(순수 목재 연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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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움, 차별화, 품질로 더 높이!

(주)한양 앞에 불가능한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개발사업부터 레저사업까지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수많은 드림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한양, 

그 뒤에는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는 기술 연구, 앞선 품질력으로 더 나은 삶을 선사해 온 한양은 새로운 에너지 개발과 

차별화된 건축철학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희망의 불을 켭니다.



건축도 또 하나의 예술이 되어야 한다!
-

당신의 도시를 더 아름답게 하는 건축, 새로운 문화를 담아 사람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건축!

한양은 단순한 건축물을 뛰어넘어 시대의 패러다임까지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서 행정지원센터를 건립 중이며 국내 최초 하늘공원(Sky Park)을 선보인
서울투자금융사옥은 많은 이들에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건축예술의 정수로 평가받는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문화예술 회관 등 한양의 예술 감각에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또한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독특한 외형의 기업은행 본점사옥, 세계를 열광시킨 상암월드컵경기장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축물을 완성하여 한양의 위상과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ARCHITECTURAL WORKS
건축사업  문화 . 집회시설 | 유통 . 업무시설 | 체육시설 . 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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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집회시설 대표실적

예술의 전당 건립공사(축제극장 오페라하우스, 서울음악당, 한가람미술관, 예 

술자료관, 서울서예박물관, 기타 옥외 공간) | 국립국악원 건립공사 | 경남사천 

문화예술회관 | 광주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 IFEZ ARTS CENTER 내 문화단 
지 건립공사 |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이외 다수

문화 | 집회시설

CULTURE HERITAGE
대한민국 예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온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문화예술회관 등 

독창적인 건물 외관과 품격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인의 시선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계도 감탄하는 예술의 향기 -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선 문화의 유산입니다
 

예술의 전당

ARCHITECTURAL WORKS

1.국립국악원

2.음성문화예술회관

3.사천문화예술회관

4.순천만 국제습지센터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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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업무시설 대표실적

유통시설 :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 잠실 갤러리아백화점 | 분당 시범쇼핑몰 | 

평촌쇼핑센터 |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 순천 농수산물 도매시장 | 송도 

사이언스 빌리지 복합시설구역 스트리트몰 B블럭 이외 다수 
-

업무시설 : 국회부속청사 의정관 | 중소기업은행 사옥(본점) | 서울투자금융 

사옥 | 안산 시청청사 | 과천 국립기술품질원 | 광주 신청사 건립공사 | 세종시 

행정지원센터 전력거래소 | 마포우체국 건립공사 이외 다수

3332

유통 | 업무시설

CIRCULATION & BUSINESS FACILITIES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과 국회부속청사 등으로 도시의 품격까지 높이고 있는 

한양은 과학적인 설계의 최적 공간으로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도시를 빛나게 하는 특별한 가치 - 

한양이 차원이 다른 도시미학을 짓습니다
국회 부속청사 의정관

ARCHITECTURAL WORKS

1.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2.전력거래소

3.중소기업은행 본점 사옥

4.서울투자금융 사옥

5.세종시 행정지원센터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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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시설 | 교육연구시설 대표실적

스포츠시설 : 상암월드컵경기장 | 인천문학종합운동장 | 광주월드컵경기장 

마산종합운동장(야구장) | KBS 다목적 스포츠 홀 이외 다수
- 

교육연구시설 : 전남대 학생생활관 | 조선대 법대 | 경상대 신축공사 | 호남대 

IT사이언스 스퀘어 | 은봉고등학교 | 진관고등학교 | 국제 국립교육원 청사 
이외 다수

3534

체육시설 | 교육연구

SPORTS & EDUCATIONAL RESEARCH FACILITIES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던 상암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글로벌 스포츠 인프라와 
남다른 교육 인프라 건설로 대한민국의 새 희망이 될 미래 인재를 서포트합니다

세계인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곳 - 

대한민국의 건강과 교육의 가치도 UP시킵니다
상암월드컵경기장

ARCHITECTURAL WORKS

1.인천문학종합운동장

2.광주월드컵경기장

3.전남대 학생생활관

4.KBS 다목적 스포츠홀

5.호남대 IT 사이언스 스퀘어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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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앞서가는 집이 되어야 한다!
-

남들을 모방하는 삶이 아닌 리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파트에도 가치가 다른 주거문화를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아파트의 대명사인 압구정 한양아파트, 여의도 . 청담 한양아파트는 물론

한양의 새로운 브랜드인 수자인은 가는 곳마다 높은 프리미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판교, 영종하늘도시에서도 신도시에 어울리는 수자인만의 품격과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감동을 선사했으며 재개발과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시를 아름답게 바꾸고 활기찬 생명력까지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양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이상적인 주거공간을 창조하고 혁신적인 가치를 더하여

대한민국 주거문화에 또 한 번 새로운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HOUSING WORKS
주택사업  자체사업 | 재개발 . 재건축 | 도급사업



자체사업 대표실적

압구정 1-8차 한양아파트 | 여의도 한양아파트 | 청담동 한양아파트 | 쌍문 2-4
차 한양아파트 | 안산 수암 한양아파트(국내 최초 아스팔트슁글 박공지붕) | 분 

당 시범 한양아파트 | 안산 군자 한양아파트 | 평촌 1-6차 한양아파트 | 일산 
1-6차 한양아파트 | 산본 1-3차 한양아파트 | 부산 연산 1-5차 한양아파트 | 
인천 산곡 1-8차 한양아파트 | 광주 수완지구 한양아파트 | 양주 고읍지구 10 
BL 한양수자인 | 세종시 1-2생활권 M7 에듀시티 이외 다수

3938

자체사업

APARTMENTS
대한민국에 처음 명품 아파트를 선보였던 한양은 압구정 한양아파트, 여의도와 청담 . 한양아파트,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한양수자인 브랜드로 사는 분의 품격과 프리미엄을 높이고 있습니다

명품의 기준이 되는 압구정 한양아파트 - 

아파트가 아니라 시대의 역사로 기억됩니다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HOUSING WORKS

1.세종시 1-2생활권 M7에듀시티

2.천안 한양수자인

3.분당 한양수자인

4.광주 수완지구 한양수자인

5.여의도 한양수자인

6.양주 고읍지구 한양수자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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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재개발 | 재건축 대표실적

재개발 : 홍제동 한양아파트 | 연희 한양아파트(북가좌동) | 인천 박촌동 한양 

수자인 이외 다수

-

재건축 : 부천 역곡 1-3차 한양수자인 | 쌍문 1차 한양아파트(한전)조합 | 쌍문 
7차 한양아파트 | 북한산 한양수자인 | 독산동 한양수자인 | 도봉시장 한양 
수자인 | 불광동 한양수자인 이외 다수

4140

재개발 | 재건축

REDEVELOPMENT & REBUILDING
재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노후주택재개발, 도심재개발사업 등에서도 탁월한 시공능력과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양은 낙후된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HOUSING WORKS

1.성내 올림픽파크 한양수자인

2.독산동 한양수자인

3.도봉시장 한양수자인

4.쌍문 7차 한양수자인

5.불광동 한양수자인

6.홍제동 한양수자인

7.역곡 한양수자인

8.중계 한양수자인

43

65

7 8

1 2

다시 살아나는 도시의 생명력 - 

한양을 만나면 도시가 새롭게 숨을 쉽니다



도급사업 대표실적

인천갈산 주공아파트 | 분당영구임대 주공아파트 | 청주분평 주공아파트(4,7~9
공구) | 수원영통 주공아파트 | 부산당감 주공아파트 | 평택군문 주공아파트(1,2
공구) | 춘천퇴계 주공아파트(3~4,7공구) | 부천상동 주공아파트(1,2공구) | 
천안백석 주공아파트(1공구) | 광주양림 주공아파트 | 증평장동 주공아파트(1
공구) | 문산선유 주공아파트 | 목포용해 주공아파트 | 안동옥동 주공아파트 | 

청주성화 주공아파트 | 김해율하 12BL주공아파트 | 울산화봉 주공아파트(1
공구) | 왕십리 모노퍼스 주상복합 | 성남판교 B5-2BL 아파트 | 광주선운 8-1, 
2BL 주공아파트 | 광교 A22BL 아파트 | 인천청라 38BL 아파트 | 인천영종 
36BL 아파트 | 용인보라 아파트 | 파주교하 A4BL 리버팰리스 | 김포한강 9BL 
아파트 | 세종 1-2생활권 M7BL 에듀시티 | 세종 1-2생활권 M4BL 에듀센텀 
| 세종 1-4생활권 M3BL 에듀파크 | 세종 1-1 생활권 M3BL 에듀그린 이외 
다수

4342

도급사업

SUBCONTRACTS
사람, 자연, 공간이 조화로운 한양만의 스마트한 주거문화! 광교 신도시와 판교 신도시, 세종 행정복합도시에서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HOUSING WORKS

1.성남판교 B5-2BL 아파트

2.수원 광교 한양수자인

3.강남 한양아파트

4.김포 한양수자인

5.광주 첨단 한양수자인 리버뷰

6.세종 3생활권 와이즈시티(M5BL, M4BL)
7.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8.세종 4-1 L3 (10년 임대)
9.세종 4-1 M2 리슈빌수자인

10.세종 1-2 생활권 M4BL 한양수자인 에듀센텀

11.세종 1-4 생활권 M3BL 한양수자인 에듀파크

1

자연과 하나된 스마트한 주거문화 - 

가족에게 행복 가득한 생활을 선물합니다
수원 호매실 한양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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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 잇는 새로운 길이 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의 행복한 길이 되고, 사람들에게 더 빠른 미래생활을 열어주는 곳에는 언제나 한양이 있습니다.

신공법, 신기술 개발로 인한 새로운 교통공학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였으며 산업 설비 분야의 시설공사 활성화, 터널, 교량,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눈부신 경제발전과 함께 나라 안 모든 산업의 밑바탕을 단단히 다져 왔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2~5호선, 사옥 증도간 연도교와 88올림픽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한양의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로 대한민국은 
더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또한 바다를 점령한 10대 무역 강국으로 항만 공사의 역사가 되어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영산강 살리기와 영종하늘도시 개발 등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인프라의 선두주자입니다.

INFRA WORKS
인프라사업  철도 . 지하철 | 터널 . 도로 . 교량 . 공항 | 국토개발(간척사업 . 부지조성) | 레저시설



철도 | 지하철 대표실적

대구지하철 2~4호선 | 서울지하철 7호선(7-11공구) | 서울지하철 6-5공구 | 
서울지하철 5호선(5-15공구) | 인천지하철 2호선(206/210공구) | 원주~강
릉 철도공사 1공구 | 경부고속철도 9-1공구 노반 신설공사 | 진해선 철도공사 
(장대철교 350m) | 제천~도담간 전철 | 보성~임성리 철도 |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 광주도시철도 1호선 1-7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 중앙선 도담 
~영천 복선전철 이외 다수

4746

철도 | 지하철

RAILROADS & SUBWAYS
수도권 지하철 2~5호선, 일산선 원흥역 철도,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 등 전국 어디든 빠르게 연결시켜 주는 
신기술 교통공학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INFRA WORKS

1.원주-강릉 철도공사 1공구

2.지하철 5호선(영등포시장역)

3.진해선 철도

4.지하철 2호선(신촌역)

1
신기술 교통공학으로 만나는 쾌속 라이프 - 

삶의 속도를 미래로 더 빠르게 앞당깁니다 2

3

4



터널 | 도로 대표실적

둔덕터널 | 중앙고속도로(죽령터널) | 경부고속도로(반포~양재간) | 88올림픽 
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인천~안산) | 남해고속도로 | 귀래우회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구미간) | 앙성~산척간 도로(목계대교) | 대전남부 
순환고속도로 |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나들목 | 남천~청도 2국도 | 화원~ 
삼포간 도로 이외 다수

교량 | 공항 대표실적

압해대교 | 사천대교 | 사옥 증도간 연도교 | 하의 신의간 연도교 | 삼산연륙교 
| 창선대교 가설공사 | 탄천교 | 고하~죽교 | 무안국제공항 | 거금도 연륙교 
이외 다수

4948

터널 | 도로 | 교량 | 공항

TUNNELS, ROADS, BRIDGES & AIRPORTS
경남 남서부의 균형 발전과 20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 사천대교, 총연장 3,563m의 압해대교 등 
한양은 사람과 사람, 공간과 공간을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INFRA WORKS

1.무안국제공항

2.화원~삼포간 도로

3.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나들목

4.서해안고속도로(인천 ~ 안산)

5.88올림픽고속도로

6.사옥 중도간 연도교

7.남해고속도로

8.압해대교

9.둔덕터널

1

7

세상을 하나로 이어주는 아름다운 가교 - 

국토 곳곳에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반포~양재간)

2

3 4

5 6

9

7 8



항만 | 수로 대표실적

인천 LNG 인수기지 호안 및 진입도로 공사 | 인천 인수기지 접안설비 공사 | 
인천 예인선 계류시설 공사 | 영천댐 도수로 공사 | 광양 공업기지항 | 광양항 

해수 취수설비 공사 | 광양항 C.T.S 안벽 공사 | 평택항만 공사 | 광양항 호안 
축조 공사 | 평택 인수기지 제2부두 항만 공사 | 굴포천 방수로 | 중마 일반 
부두축조 공사 | 여수국제항만 여천부두 | 경인 아라뱃길 | 다대포항 | 화순 

자연생태 하천 | 소양천 친환경 하천 | 제주외항 2단계 | 인천신항 진입도로 및 
호안축조 | 노력항 도서종합개발 |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 공사 | 단지포 공유 

수면 매립사업 이외 다수

5150

INFRA WORKS

1.여수국제항만 여천부두

2.광양항 제품부두

3.평택항1

항만 | 수로

PORTS & HARBORS
국토가 협소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국토의 3면을 둘러싼 바다로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한양은 대단위 항만건설로 국토종합개발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무역강국으로 가는 탄탄 해로 -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되는 길입니다

2

3



국토개발 대표실적

영산강 살리기 6공구(서창지구) | 영산강 하구둑 2공구 | 시화공업단지 조성 
공사 | 군포 당정지구 대지 조성공사 | 대구 대곡지구 택지 조성공사 | 부산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제1공구 택지 조성공사 | 아산국가공단 개발사업(포승 
지구) 조성공사 | 부산 당감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 | 시화지구개발 

방조제 축조공사 | 평택항 매립지 조성공사 | 군포-산본 2단계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 | 광양항 매립지 조성공사 |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 

웅천지구 택지개발 |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 안산신길 택지개발 | 수원호매실 

택지개발 | 고양삼송 택지개발 | 여수국가산업단지 |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 
단지포 공유수면매립 | 영광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 |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 
조성공사 이외 다수

5352

국토개발

LAND DEVELOPMENT
대한민국의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한 한양은 임해 공간에서 내륙의 공업단지 및 주택단지 조성에 이르기까지 

앞선 기술과 첨단 공법을 통해 국토 확장과 성공 개발을 이루어 왔습니다

INFRA WORKS

1.영산강 하구둑 2공구

2.광주 평동 산업단지

3.익산 배산지구

4.광양항 매립지

5.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6.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
산, 강, 바다가 이루어낸 국토의 기적 - 
한양이 대한민국 미래지도를 새롭게 바꿉니다

영산강 살리기 6공구(서창지구) 승천보

2

3

4

5

6



지구를 사랑하는 에너지기업이 되어야 한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재생 에너지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명실상부 No.1으로 손꼽히고 있는 한양은 국내 청정에너지 시설의

핵심 국책사업인 평택 LNG 인수기지를 비롯해 인천, 통영 등 가스 플랜트 분야에서 독보적인
시공 실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서울~인천 간 송유관 건설공사, 동양 최대 규모의 중량 하수처리장 등

가스, 석유 에너지와 지역난방, 환경, 전기통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양은 무공해 에너지를 변환시킨 미래 에너지로 경제를 살찌우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을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ENERGY & PLANT WORKS
에너지사업 . 플랜트 가스에너지시설 | 발전사업(신재생에너지) | 지역난방시설 | 환경시설 | 전기통신시설



에너지 대표실적

평택 LNG 인수기지 | 삼척 LNG 생산기지 | 인천 LNG 인수기지 | LNG 주배관 
| 서울 북부 저유소 | 인천 LNG 인수 기지 | 호남 주배관로 건설공사 | 수도권 
주배관로 건설공사 | 송파 지역난방 열 배관 공사 | 대구 달서 지역난방 열 배관 

공사 | 대구 통영 주배관 | 파주 운정 열 배관 | 안산 신길 열 배관 | 영월 제천 

주배관 이외 다수

5756

에너지시설

ENERGY PLANTS
가스플랜트에서 석유 저장시설, 열병합 발전 설비와 전기통신 시설까지 기술 집약형 고부가가치 사업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 더 나은 삶을 선사해 드립니다

ENERGY & PLANT WORKS

1.삼척 LNG 생산기지

2.지역난방 열병합 발전소

3.인천 LNG 인수기지

4.평택 LNG 인수기지

5.서울 북부 저유소

1

미래 성장 동력인 녹색에너지의 꿈 -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푸른 힘입니다
평택 LNG 인수기지

2

3 4

5



환경시설 대표실적

중랑 하수처리장 | 도림천 제1펌프장 | 탄천 차집관로 공사 | 시화 하수처리장 
| 삼례 하수처리장 | 삼천포 하수처리장 | 강화 하수처리장 | 계룡 하수처리장

의령 하수처리장 | 울산 회야정수장 | 안산 하수처리장 방류 관로 이외 다수

5958

환경시설

ENVIRONMENTAL PLANTS
하수처리 기술의 집약체로 불리며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중랑 하수처리장 - 

한양은 차별화된 환경경영과 혁신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NERGY & PLANT WORKS

1.중랑 하수처리장

2.도림천 제1펌프장
1

7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친환경 경영철학 - 

물, 바람, 햇살까지 한양의 기술력이 됩니다
시화 하수처리장

2



세계를 움직이는 건설리더가 되어야 한다!
-

불모지인 사막에 건설의 꽃을 피우는 기적의 힘, 그것은 바로 세계가 신뢰하는 선진기술과 독보적인

시공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세기 대표적인 건축물의 하나로 FORTUNE지에 실린
사우디 외무성 외교클럽을 비롯하여 쿠웨이트에서 가장 높고 진보된 쿠웨이트 종합금융센터,

중동 최대의 아파트 단지인 RUSH 단지 등 기술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세계 속에 대한민국 건설 자부심을 드높이고 있는 한양은 최신 설비와 기술력으로 사우디의 하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고, 모래사막에 댐을 건설하고 이라크의 사막을 농경지로 바꾸는 등

글로벌 건설리더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OVERSEAS WORKS
해외사업  금융산업빌딩 | 주택 및 호텔 | 대학교 . 공공건물 | 에너지 . 환경시설 | 기타 토목공사



해외 건축사업 대표실적

쿠웨이트 종합금융센터 | 쿠웨이트 라티파 가렐리아 빌딩 | 쿠웨이트 부캄신 빌 

딩 | 사우디 인터컨티넬탈 호텔 | 쿠웨이트 쉐라톤 호텔 | 리야드 RUSH주택단
지 | 사우디 안부 석유화학주택단지 | 사우디 이슬라믹 대학 | 킹 사우드 대학 

| 사우디 외무성 외교클럽 이외 다수

6362

건축사업

ARCHITECTURAL WORKS
쿠웨이트 종합금융센터, 사우디 외무성 외교클럽, 중동 최대 규모의 이슬라믹 대학 등 세계에 랜드마크를 지으며 

글로벌 건설명가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OVERSEAS WORKS

1.사우디 인터콘티넨탈호텔

2.사우디 안부 석유화학주택단지

3.쿠웨이트 하얏트 호텔

4.쿠웨이트 종합금융센터

5.사우디 외무성 외교클럽

6.리야드 행정연수원

7.사우디 국립과학기술센터 주택

8.킹 사우드대학

9.쿠웨이트 쉐라톤 호텔

10.쿠웨이트 라티파 가렐리아빌딩

11.사우디 이슬라믹대학

12.쿠웨이트 국제회의장

1

7

지구 반대편에서도 인정받는 건설명가 - 

한양의 꿈의 영토는 바로 세계입니다
사우디 리야드 RUSH 주택단지

2

3 4

5
9

11

8

10

12

76



해외 토목사업 대표실적

쥬베일 취수댐 및 해수 공급 수로 | 북부 자지라 카파댐 수로 및 주펌프 | 키르 

쿠크 관개수로 | 아부베스트 농경지 개발 이외 다수

해외 플랜트사업 대표실적

리비아 아말제디 원유처리장 보수 | 인도네시아 아룬 천연가스 액화기지 | 사우 

디 나즈란지역 배전공사 | Sohar Aromatics(Oman) | Jetty Development 
and LNG Receiving Terminal(Tailand) 이외 다수

6564

토목 | 플랜트 사업

CIVIL ENGINEERING & PLANT WORKS
대한민국 건설사와 경쟁하기보다 글로벌 건설사와 경쟁하며 기술력을 키워온 한양은 1970년대부터 
해외로 눈을 돌려 건설 시공 능력을 인정받으며 가치를 키워왔습니다

OVERSEAS WORKS

1.Sohar Aromatics Project (Oman)
2.사우디 나즈란지역 배전공사

1

세계 속에 빛나는 독보적인 기술력 - 

사막에도 새로운 건설문화를 꽃피웁니다

2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쉼이 되어야 한다!
-

우리에게 레저란 단순히 쉬거나 노는 일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양은 차원이 다른 휴식을 선사하기 위해 대자연과 하나 된 곳에서 도시인이 삶의 여유를 만끽하도록 하였습니다.

세계 10대 동물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속의 공원으로 자리 잡은 서울대공원, 평촌 중앙공원과
여수 해양관광단지로 차별화된 레저문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축복받은 주변 환경과 더불어 높은 퀄리티로

설계된 환상적인 코스로‘ 한국 10대 코스’에 선정된 전남 해남의 파인비치 골프 링크스를 비롯해
46만여 평의 광활한 대자연 속에 펼쳐진 전남 순천 파인 힐스 컨트리클럽 등은 전국 각지의

골프 마니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LEISURE FACILITIES
레저시설  골프장 | 공원 | 놀이공원



골프장 대표실적

파인비치 6번홀 |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 파인힐스 CC | 리츠칼튼 CC(구산정 
호수 CC) | Floral Beach 골프장 | 광주 광산골프장 이외 다수

6968

골프장

GOLF LINKS
바다가 갤러리가 되는 링크스 코스의 거작 | 해남 Pinebeach Links
바다가 접한 해안에 펼쳐진 7,323yd 링크스 코스, 세계적인 클럽의 명예와 프라이빗 서비스를 경험하십시오

적송의 기품과 그린 숨결의 조우 | 순천 파인힐스 CC
46만여 평의 광활한 대자연에 펼쳐진 27홀 - 환상적인 코스에서 글로벌 컨트리클럽의 감동을 만나십시오

LEISURE FACILITIES WORKS

1.2.3.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4.5.6.
파인힐스 CC

1
월드클래스 품격과 프라이빗 서비스까지 - 

대자연이 지은 골프 그 이상의 명문 클럽입니다
파인비치  6번홀

2

3

4

6

5



레저시설 대표실적

과천 서울대공원 | 평촌 중앙공원 | 우장산 근린공원 | 해남 태성체육공원 | 

나주 대보수변공원 | 인천 수봉공원 | 파인힐스 골프호텔 이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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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시설

LEISURE FACILITIES
국내 최대 서울대공원을 성공적으로 완공한 기술과 평촌 중앙공원의 푸르름까지 아름다운 자연의 품속에서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현대인들의 휴식처입니다

LEISURE FACILITIES WORKS

1.과천 서울대공원

2.우장산 근린공원

3.평촌 중앙공원

4.파인힐스 골프호텔

1

도심 속에서 누리는 여유 가득한 쉼표 - 

자연을 품은 신개념 힐링 레저문화를 선보입니다

4

3

2



진흙 속에서도 진주를 찾는 개발자가 되어야 한다!
-

한양은 기존 개발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양질의 투자, 기본설계, 유지관리까지 토탈 개발 솔루션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양은 세계적인 친환경 해양레저 단지로 완성되는 영암 .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세계 최초의 로봇테마파크인 로봇랜드 등으로 도시 속에 새로운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서해안 경제권의 거점이고 새만금 중심 지역에 자리 잡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는 

중국, 동남아시아 진출의 전진기지로 21세기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양은 남다른 안목과 개발사업 능력, 새로운 콘텐츠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DEVELOPMENT BUSINESS
개발사업  기업도시 조성사업 | 관광레저시설 개발사업 | 공모형 개발사업 | 금융구조화 개발사업 | 지주공동사업 외



개발사업 대표실적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조성사업 |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 

너기지 | 민간투자사업 | 여수국제항만 여천부두 민간투자사업 | 인천청라 워터 

파크 조성사업 이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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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DEVELOPMENT BUSINESS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앞선 기술력과 개발 추진력으로 영암 .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글로벌 비지니스 타운의 중심에 최고층 랜드마크 청라 시티타워 등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DEVELOPMENT BUSINESS

1.청라 시티타워

2.여수 국제항만 여천부두 민간투자사업

3.김제 지평선 일반 산업단지

4.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1

지역 경제에 새힘을 불어 넣는 마이다스의 손 - 

도시 그 이상, 랜드마크 그 이상의 가치를 짓습니다
영암 .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2

4

3



STRONG FINANCIAL STATEMENT

STRONG
FINANCIAL

STATEMENT
베이스부터 튼튼한 기업, 한양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양은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업계 최고의 이익률과 경영관리능력을 갖춘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최근에는 (VISION 2020)을 선포하면서 ORGANIZ 
ED GROWTH를 지향하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부터 자금 관리까지 
한양의 경쟁력은 위에 있습니다
한양은 내부적으로는 경쟁 우위 역량을 확보하는 한 

편,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를 

갖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전 플랜트와 해외 사업을 강화하고 해 

양 에너지와 소수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도 

적극 진출해 에너지 분야를 수직 계열화하는 것은 

물론, 신도시 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등 특화된 도시 

개발사업 능력을 해외 사업에도 적극 활용할 것입 

니다.

시평액 | 단위 : 억원

매출액 | 단위 : 억원

자산총계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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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15,857

15,587

14,196

12,650

2018 14,160

2014

2015

2016

2017

11,321

10,102

9,753

11,641

2018 9,347

2014

2015

2016

2017

8,402

7,656

7,888

9,103

2018 8,487



SOCIAL CONTRIBUTION

SMILE & 
HAPPY VIRUS

이웃과 나누면 나눌수록 사회는 더 행복해집니다!
한양은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 및 전 직원의 자발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를 이루고자 2004년부터‘한양사랑나눔봉사단’을 창립 하여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이웃사랑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익보다 온정을 실천하는 것이 한양의 기업문화 
입니다!

2004년 12월 17일 설립된 봉사단은 지역사회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 
천함으로써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정신을 배우고 신뢰와 정이 넘치는 한양문 

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전 임직원의 기부액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업이 지원하는 매칭그랜트 제 

도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임직원 봉사활동으로는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복지 

시설 행사를 지원하고, 사할린 동포 복지 회관, 남동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정기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장학금을 후원하고, 

2006년부터 경기 양평 삼가리 마을과 일사일촌 운동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한양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웃사랑을 전하는

한양의 35°C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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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S | 한양의 탄생과 성장
1973. 04.  한양주택개발주식회사 설립

1973. 02.  건설업(건축) 면허취득

1974. 05.  전기공사업 면허취득

1975. 11.  여의도 한양아파트 준공

1976. 07.  해외건설업 면허취득

 (주)서광토건 합병, 토목면허 취득

1976. 12.  기업공개

 포장공사업 면허취득

1977. 02.  쿠웨이트 지사 개설, 해외건설공사 개시

1978. 05.  주택건설 지정업자지정서 취득

1978. 06.  국내 최초 고층아파트 부분 P.C공법 적용
1978. 08.  대기오염, 소음진동, 수질오염방지 시설업 면허취득

1978. 09.  국내 최초로 태양열 주택 건립

1978. 10.  과천서울대공원 기공식 개최

1979. 11.  전기통신공사업 면허취득

1980S | 도전과 열정의 발자취
1981. 07.  평택 LNG 인수기지 착공 
1981. 12.  유선통신 기계공사업 면허취득

 상호를‘(주)한양 ’으로 변경

1983. 02.  사우디 인터컨티넨탈 호텔 건립공사 착공

1984. 01.  서울시 중구 정동 1-17번지로 본점 이전
1985. 06.  가스시설공업자 등록 면허취득 
1985. 09.  소방설비고사업(제 1, 2종) 면허취득
1986. 04.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시장 준공

1986. 06. 평택 LPG 지하비축기지 착공
1986. 09. 소방설비고사업(제 1, 2종) 면허취득
1987. 03. 특정열기자재 시공업지정 면허취득

1987. 06.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면허취득

1987. 08.  쓰레기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면허취득

1987. 09.  중소기업은행본점 사옥‘서울시 우수건축상’수상 

1987. 10.  오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 면허취득

1990S | 국내건설 경쟁력 강화
1990. 01.  별종전송통신공사업 면허취득 
1990. 02. 시화공업단지 조성사업 완공

1992. 10. 전문기술용역업 면허취득

1992. 11. 준설공사업 면허취득

1994. 08.  ASME 인증 취득
1995. 수도권 1차 신도시 개발 참여
1995. 07. ISO 9001 인증취득(튀브 바이센른 삭센 社)
1996. 04.  유상증자 101억원(자본금총액 521억원)
1996. 06.  예술의 전당 및 국립국악당 준공

1997. 10.  산업설비공사업 면허취득

1998. 03.  해외건설업 재등록(토목, 전기공, 특수공)

1999. 06.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취득

1999. 07.  ISO 14001 환경인증취득

2000S | 최고의 시너지 창출
2004. 02. 보성건설(주) M&A 완료
          ISO 9001:2000(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5번지로 본사이전 
2004. 09. 파인힐스 컨트리 클럽 완공

2005. 02. 주택브랜드‘수자인(SUJAIN) ’런칭
2005. 08. 사옥 - 증도간 연도교 건립공사 착공

2007. 09. 보성건설(주) 시공부문 분할합병
 ISO 9001 인증취득 (로이드 인증원) 
2007. 10.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PF사업 수주
2007. 12. 양주 고읍지구 1BL, 6-3BL 한양수자인 분양 

(1,032세대)
2008. 02. 태국 Jetty Development and LNG Recei- 

vingTerminal 프로젝트 착공
2008. 06. 양주 고읍지구 10BL 한양수자인 (764세대)
 천안 청수지구 한양수자인 분양 (1,020세대)
2008. 09. 광주 수완지구 한양수자인 분양 (432세대)
2008. 12.  (주)한양, 인천 건설산업활성화 우수업체 선정

2009. 01. 인천 청라지구 연내 약 7,000세대 분양예정
2009. 04. ISO 14001 인증취득 
 파주 교하지구 한양수자인 분양 (780세대)
2009. 05. 인천 청라지구 한양수자인 분양 (566세대)
2009. 10. 영종하늘도시 한양수자인 분양 (1,304세대)
 김포한강신도시 한양수자인 분양 (1,473세대)
 인천 박촌지구 한양수자인 분양 (375세대)
2009. 11. 4대강 살리기 영산강 6공구 착공식
 2009 그린주거문화대상‘영종하늘도시 A36BL ’
            상품개발 부문 수상

2009. 12. 보은-무주 주배관 착공

2010S | 글로벌 리더로 도약
2010. 01.  광교신도시 A-22BL 분양(435세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착공

2010. 03. 사옥-증도 연도교 개통

2010. 04.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항문부지호안 건설공사 수주

 영산강하굿둑 2공구 구조개선사업 수주
 독산동 재건축 아파트 준공 (246세대)
2010. 05. 2010 한국 주거서비스 대상 서비스개발 부문 수상 
 광주 용연 지원 정수장 시설개량공사 수주

 화순홍수조절지 건설공사 수주

 평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준공 

2010. 07. 상주~영덕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제2,12공구 수주 
 양주고읍 A-10BL 준공 (764세대) 
2010. 10.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그랜드 오픈 /

한양수자인-파인비치 오픈 개최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왕십리 모노퍼스’준공 
 건축물부문 우수상 수상 

 왕십리 모노퍼스 주상복합 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수상

 (주)한양디앤씨 합병

2010. 12. 코리아에셋개발(주)설립

 강남환경자원센터 신축공사 수주 

2011. 01. 천안청수 B-1BL 한양수자인 준공 (1,020세대)
2011. 06. 광주 진곡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수주

 평택 LNG 생산기지(18,19호기) 탱크건설공사 준공
2011. 07. 장성댐 둑높이기 사업 수주

2011. 08. 한국 10대 골프코스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선정
 영주다목적댐 이설도로 건설공사 수주

 천안 공공하수처리시설 4단계 증설 및 공원화 
 조성공사 수주

 전주완주 혁신도시 APT A-14BL 건설공사 (TK) 수주
2011. 09. 농암~산양간 도로건설공사 수주

 경남혁신 A1BL 1공구 수주
 청주율량 2-1BL 1공구 수주
 마곡지구 1, 2,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2011. 09. 포항장량 2블록 아파트건설공사 3공구 수주
 일산선 원흥역 신설 노반 건설공사 수주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2공구 수주
2011. 10. 광주야구경기장 건립공사 수주

 전력거래소 본사사옥 신축공사 수주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3~4공구) 수주
2011. 11. 고속국도 제 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

(제4공구) 수주
2011. 12. 한양수자인, 광주은행 KLPGA대회 개최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1단계) 축조 공사(2공구) 수주 
 2012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친환경대상부문 ’수상 
2012. 02.  김포한강 ab-09BL 수자인 준공 (1,473세대)
2012. 03.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3공구 수주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호원나들목 건설공사 수주

2012. 04.  LH 우수시공업체, 건축시설부문 선정
2012. 05.  옥계항 방파제 보강공사 수주

2012. 06. 고양삼송 A14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수주 
2012. 07. 수원광교 A-22BL 아파트 준공 (453세대)
2012. 08. 인천영종 A-36BL 아파트 준공 (1,304세대) 
2012. 09. 제7회 아시아건설종합대상 조경부문 대상 수상
2012. 11. 다대포항 외곽방파제 축조공사 수주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수주

2012. 12. 삼산연륙교 건설공사 수주

 전남 5GW풍력 육상시범사업 업무 협약
 충북 혁신 B7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수주
2013. 01. 삼척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수주
2013. 02.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수주

2013. 03. 세종시 행정지원센터 건립공사 수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건립공사 수주

2013. 04.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공구 수주 
2013. 06.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 조성공사 수주
 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기반시설 건설공사 수주

2013. 09.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수주 

2013. 09. 성내동 미주아파트 재건축공사 수주

2013. 12. 부산신항배후 국제 산업물류 도시공사 수주 

 황악산 히야로비공원 조성공사 수주

 구리갈매 A1BL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1,546세대)  
 울산신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수주  

2014. 02. NH농협 통합 IT센터 건축사업 수주  
2014. 03. 국제국립교육원 청사 건립공사 수주  

 2014 올해의 토목구조물 부문 금상  
2014. 05.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골조 및 외관공사 수주 
2014. 06.  안양시 청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수주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건립사업 수주 
2014. 07.  군산 새만금지구 공급설비 건설공사 수주 
2014. 08.  수원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2014. 09.  세종 한양수자인 에듀파크 (1-4생활권 M3BL) 
준공 (718세대) 

2014. 10.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건립공사 수주

2014. 12.  이천~충주 철도건설 제3공구 수주
진접선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수주
순천선평3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수주
면목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수주
성남시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수주

2015. 01.  충북 혁신 B7BL 아파트 건설공사 준공
금천-청량 주배관 제2공구 건설공사 수주
세종 한양수자인 에듀그린 (1-1생활권 M3BL) 
준공 (463세대)

2015. 02.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2015. 03.  대한토목학회 올해의 토목구조물 수상

2015. 04.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

  2015 대한민국 조명대상 건설부문 대상 수상
  세계 최초, 최대 삼척 LNG 탱크 Roof Air-raising   

행사 개최

2015. 06.  대구 송현2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양산 물금 40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수주

2015. 07.  마포우체국 건립공사 수주

2015 한경주거문화대상‘단지조경’부문 대상 수상
2015. 09.  남양주시 도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주
2015. 10.  파주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준공 (1,006세대)

세종 한양수자인 에듀센텀 (1-2생활권 M4BL) 
준공 (818세대)
파인힐스CC 호텔 준공
우정사업 국유재산(해운대수련원) 민간개발사업 수주  

2015. 11.  광주광역시 신가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수주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제3공구 수주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수상   

대청댐 광역상수도사업 제3, 4공구 수주
대한민국 토목 . 건축 기술대상‘파인힐스CC호텔’  
위락용부문 우수상 수상

2015. 12.  제11회 대한민국 토목 . 건축기술대상 위락용 부문 우수상 수상
2016. 01.  담양-성산간 10공구 현장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
2016. 02.  세종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 (3-2생활권 M5BL) 

준공 (773세대)
2016. 04.  세종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 (3-3생활권 M4BL) 

준공 (1,397세대)
2016. 05.  청북 한양수자인(평택 청북 B9BL)준공 (718세대)
2016. 08.  올림픽파크 한양수자인 아파트 준공 (482세대)

부산명지 B-8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수주
2016. 11.  시흥논곡 한양수자인 준공 (536세대)
2016. 12.  2016 한경 주거문화대상‘고객만족 ’대상 수상

광양그린에너지 주주협약 체결식

2017. 02.  청라국제도시‘시티타워’개발 사업협약 체결

세종 3-3생활권  L2블럭(새샘마을 5단지) 준공(760세대) 
2017. 04.  보성그룹 사옥 신축공사 기공식 

LH 선정 2017년 우수시공업체 주거시설부문 수상
(구리갈매 & 수원호매실 한양수자인)

2017. 06.  미국 델핀(Delfin) LNG HOA 체결 
2017. 07.  2017 한경주거문화대상 마케팅 대상 수상 
2017. 08.  부산명지 B-8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수주(908세대) 
2017. 09.  김포시 북변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주

새만금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협약

2017. 11.  안양 한양수자인 에듀파크 준공 (348세대)
2017. 12.  한국수자원공사 안전관리 최우수상 수상(대청댐 3공구)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공사 동반성장 우수상 수상 (대청댐 4공구)
다산 B-8BL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준공(640세대)

2018. 02.  새만금관광레저(주), 크리스탈 라쿤과 업무 파트너쉽 협약 체결  

행정중심복합도시 2-2m8 준공(906세대)
2018. 03.  천안청당 한양수자인 블루시티 준공(999세대)
2018. 05.  호매실 한양수자인 파크원 준공(1394세대)
2018. 06.  서울마포우체국 준공

광주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수주

2018. 07.  남양주 한양수자인 리버파크 준공(291세대)
2018. 11.  2018년 울산건축문화제 대상(울산시립도서관)

2018 인천광역시 건축상 장려상(인천 로봇랜드)
한양, 비즈니스 서밋 우수 중견기업 선정

2018. 12.  시흥은계 B5BL 한양수자인 더클래스 준공(1,090세대)
  세종 4-1L3BL 리슈빌수자인 준공(362세대)

2019. 01.  세종시 복합편의시설(제3공사) 수주
  울산송정 한양수자인 준공(468세대)
  안양역 한양수자인 리버파크 준공(419세대)
 청라국제금융단지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준공(1,534세대)

2019. 04.  수원인계동 한양수자인 주상복합 준공(279세대)
2019. 05.  보성그룹 한양타워 신사옥 준공

2019. 06.  보성그룹 CI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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