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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 D&I HALL A

HL그룹은

1962년 설립된 현대양행을 시작으로 중공업 분야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주도해왔습니다. 현재는 지주회사 HL홀딩스를 비롯하여 건설부문, 자동차부문, 그리고
교육ㆍ스포츠부문까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CHAPTER 1

HL그룹 소개

또한 ‘익숙한 것을 혁신하고, 미지의 영역에 도전한다’ 이라는 비전 아래 북미, 유럽,
중국, 일본과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에 이르기까지 세계 주요지역에 진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도경영, 프런티어, 합력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해나가겠습니다.

계열사 소개

HL그룹은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창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주부문

HOLDING COMPANY

HL홀딩스
HL리츠운용

자동차 부문
AUTOMOBILE

HL만도
HL클레무브
HL만도브로제
위코

건설부문

CONS TRUC TION

HL디앤아이한라

HL에코텍
HL로지스앤코

EDUC ATION ∙ SP OR TS

브로제
브로제
브로제

목포신항만운영

교육 ∙ 스포츠 부문

브로제

HL인재개발원
한라대학교
HL안양
아이스하키단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기준은 바로 당신입니다

ABOUT
HL
D&I HA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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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디앤아이한라는

1980년 설립되어 국내외에서 다양한 건설사업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CHAPTER 1

HL디앤아이한라 소개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환경사업 등에서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
기반시설 조성부터 차별화된 디자인과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건축물, 다양한 산업·환경
플랜트, ‘한라비발디’ 브랜드의 고품격 주거공간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품질과
경쟁력으로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SOC, 턴키, 대규모 기획제안형 사업 등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끝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영역

CI

토목

‧항만
‧철도, 지하철

‧공항
‧단지조성

‧도로, 교량, 터널

건축

‧오피스빌딩
‧레저시설
‧교육연구시설

‧지식산업센터
‧역사, 터미널
‧리모델링

‧상업시설
‧물류센터

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플랜트 &
환경

‧산업 플랜트

‧환경사업

비건설

‧유통

‧물류

‧레저

'HL'의 CI는 'Stride'라는 HL그룹의 Identity에 근간을 두고 앞으로 뻗어 나아가는 진취적인
모습과 새로운 지평을 여는 모습을 시각화하여, 담았습니다. 기존의 한라 고유의 컬러(Blue)를
계승하면서도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강한 식별력을 지니는 색상(Sky Blue)과 우상향하는
엣지있는 그래픽 모티프를 통해 담대함과 혁신성을 나타냅니다.
HL D&I Halla는 HL Development & Innovation Halla의 약어로 건설 본업의 경쟁력
강화와 비건설부문 영역 확대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사회/생활 인프라 창조 혁신기업이
되고자하는 당사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BI
한라비발디의 BI는 외부에 비발디의 ‘V’를 볼드하게 표현하여 아파트의 기본적 속성인
단단함과 견고함을 표현하는 동시에 정도를 걸어온 한라비발디의 기술과 철학과 품질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형상화하였습니다.

내부에는 한라(Halla)의 ‘H’를 유연한 곡선으로 표현하여 주거공간으로서 평안함과 친근함
그리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한라비발디의 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치가 더불어 공존하는 행복한 삶의 공간으로서 한라비발디가 추구하는 ‘THE
Harmony’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MESSAGE
from
CHAIRMAN
변화는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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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HL그룹은 인류가 생활하고, 움직이고, 상상하는
모든 영역에서 대담한 변화를 이끌어내어 세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비전

익숙한 것을 혁신하고, 미지의 영역에 도전한다.

핵심가치

우리 모두의 이해와 공감, 그리고

정도경영

Integrity

Frontier

합력

Work together

익숙함이 마비를 낳고,

Chairman 메시지

Innovator Today, Pioneer Tomorrow

프런티어

실천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CHAPTER 1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하게 업무에 임합니다

투명
정직
성실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정성을 다해 업무를 수행한다
양심에 어긋난 언행을 버리고, 곧고 바르게 행동한다
관계자 간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공유한다

불굴의 의지로 도전하고 혁신하여 최고가 됩니다

도전
혁신
최고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과감히 시도한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새로움을 추구한다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열정을 다해 학습한다

배려와 소통으로 상생을 추구합니다

배려
소통
신뢰

서로의 인격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작은 일에도 칭찬한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서로의 의견에 진심으로 공감한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책임은 반드시 완수한다

생소함이 호기심을 낳듯이
2. Stride - HL Letters /w Graphic Motif A-2 (Black)

우리는 흐르는 물처럼 움직이면서,
항상 미지의 어느 곳에
닿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대담한 도약

임직원들이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장' 및 '프런티어'의 가치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HL의 기업정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Innovator Today, Pioneer Tomorrow

회장 정 몽 원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기준은 바로 당신입니다

MESSAGE
from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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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인간과 자연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아름답고 안전하며 실용적인 공간을 만들어
풍요롭고 행복한 인류의 삶에 이바지합니다.

CHAPTER 1

CEO 메시지

인간과 자연의 공존 추구

편리하고 편안한 공간 창출
인류 삶의 질 향상

HL디앤아이한라는 핵심가치인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비전

나날이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하여
끊임없이 성장하겠습니다.

건강

직원, 고객, 파트너, 주주
그리고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업

전통적 건설업을 넘어서서

성장

영속

어떠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며 부흥하는 기업

혁신적이고 개방적이며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직원, 고객, 파트너, 주주, 그리고

경영이념

HL디앤아이한라는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혼을 담은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고객과 인류 복지에 기여합니다.

‘기업은 곧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

사회 구성원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기업,

경영이념

가치를 공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HL디앤아이한라가 추구하는 미래입니다

사장 이 석 민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고객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기준은 바로 당신입니다

기술

핵심역량 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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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s 1990's

2000's

1980 한라자원㈜ 설립
(현대양행 자원개발부에서 독립)

2000 대전노은 한라비발디아파트 착공

건설업면허 취득(제569호)

1981 해외투자 정부허가 승인

1982 만도기계 공장증설공사 착공
1984 인천조선소 준공

부천시 약대동 주공아파트 건설공사 착공

1985 옥계 한라 시멘트 플랜트 준공
만도기계 평택 공조공장 착공
만도기계 경주공장 착공

1986 한라공조 평택공장 착공

1988 만도기계 문막 주물공장 착공

옥계 한라 시멘트플랜트 증설공사 착공

1989 평택 자동차부품 및 조립공장 착공
한라시멘트 옥계항만 공사 착공
현내-산계간 도로공사 착공
노동조합 창립

1990 만도 덕소 중앙연구소 착공
한라건설㈜로 상호변경

한라그룹 CI(심벌마크) 탄생

비전선포식 거행(SIGMA 2005 발표)

한라중공업 음성 소이공장 착공

증평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착공

파푸아뉴기니 LAE시멘트공장 턴키 수주
1991 부산금곡 2지구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 수주
분당택지조성공사 착공

원주 한라공업전문대 착공

한라중공업 플랜트사업부,
한라건설로 소속변경

부산지하철 2호선 202공구
(호포~서면) 착공

1992 수서1차 한라아파트 분양

삼호 지방 공업단지조성공사
(삼호공단) 착공

부산지하철 2호선 1단계 201공구 착공

1993 잠실 시그마타워 신축공사 착공
경부고속철도 4-1공구 착공

민간기업 부설 기술연구소 인정서 취득,
기술연구소 현판식 거행

서해안고속도로 서천~군산간
(11공구) 건설공사 착공

파푸아뉴기니 LAE MACKEREL
CANNERY 공사 착공

1994 사우디아라비아 Bishah
시멘트공장 착공(턴키)
주식 상장

경부고속철도 3공구 착공

1995 미국 LA에 현지법인 HECU
(Halla Engineering &

Construction Corp.,USA. Inc) 설립

말레이시아Negeri Sembilan
시멘트공장 착공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공사(송악~당진) 착공
마르코폴로호텔 착공
ISO 9001 인증 획득

중국 상해경은대하 착공

1996 한화방지산개발유한공사 설립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사 착공
중국 베이징 한화아파트 착공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및
토목시설공사 착공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공사 착공

1997 목포신외항 공사 착공

분당 시그마2 오피스텔 착공
태국제지공장 착공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착공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 착공
ISO 14001 인증 취득

파주 봉일천 한라비발디아파트 착공
한라비발디 브랜드 도입

1998 서초동 그린빌 오피스텔 착공

광양신항만 2단계 준설공사 착공
목포남항호안축조 착공

1999 수원 천천2지구 한라비발디아파트 착공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 착공
양산ICD 인입철도 수주

일산 대화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착공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착공
울진공항 착공

2001 의정부 송산 한라비발디 착공
평택항 동부두 축조공사 착공

제주공항 착륙대 확장공사 착공

용인 구갈 3지구 한라비발디아파트 착공

2002 영월정양 확포장 공사 착공

KT대구사옥 신축공사 착공

김천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착공
호남권 내륙화물기지 공사 착공

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착공
집현-생비량 국도확장공사 착공

2003 괴산-연풍 간 도로 2공구 착공

기아자동차 평택항자동차부두 착공

용인 동백지구 한라비발디아파트 착공

2004 비전 2010 및 경영전략 선포

충북 오창지구 한라비발디아파트 착공
웨스턴돔 착공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1공구 공사 착공
한경 주거문화대상 아파트대상
수상(아델70)

2005 수인선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5공구 공사 착공
중국 천진 현지법인 출범

한경 주거문화대상 아파트대상 수상

(남양주 호평지구 한라비발디아파트)

성서-옥포간 고속도로
(고속국도 451호) 확장공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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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평창~정선도로건설공사 2공구 착공

2009 현대백화점 대구점 신축공사 착공

광주 수완택지지구 특수구조물
교량공사 착공

원주 우산동 한라비발디 아파트 공사 착공
제주 세인트포 골프장 착공

한경 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수상(오창한라비발디)

군산 수송지구 한라비발디아파트 착공
파주 운정 A15 한라비발디 착공

장흥~광양간 고속도로
(고속국도 10호선) 공사 착공
서울경제 광고대상 수상
(파주운정한라비발디)

인천국제공항공사 우수시공업체로 선정

2007 동두천시우회도로 건설공사 착공

당진 원당리 한라비발디아파트 착공

경부고속철도 신경주 역사 신축공사 수주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착공

국도테크노타운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수주

2008 파주운정2단계 택지개발 공사 5공구 수주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1공구 착공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판넬/판계공장 착공

여주 세라지오 골프장 착공

한경주거문화대상 아파트대상 수상
(천안용곡 한라비발디)
매경 살기좋은 아파트
대형업체부문우수상 수상
(충주목행동 한라비발디)

정동빌딩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착공

성남 상대원동 한라시그마밸리
아파트형공장 착공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2공구 착공
매출 1조, 수주 2조 돌파

연혁

분당선 4공구 착공

통영항 해경부두 축조공사 착공

평택 냉동물류센터 신축공사 착공
울릉도 저동항 보강공사 착공

인천 청라지구 A6블록 한라비발디 착공

송도국제도시 5-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착공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송도공장
신축공사 착공

부산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제2공구 착공
한경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수상
(대전서남부신도시 한라비발디)

매경 살기좋은 아파트 대형업체부문
우수상 수상(군산수송지구 한라비발디)

울산신항 북방파제(2공구) 축조공사 착공

영종도 하늘도시 A44
한라비발디아파트 착공
한강살리기 9공구 착공

호남고속철도 1-3공구 착공

동탄물류단지 개발사업 착공
(동양최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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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s

2020's

2010 하동~완사 국도건설공사 착공

2020 김포한강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수주

한강살리기 17공구 착공
원마운트 스포츠몰 착공

매경 살기좋은 아파트 대형업체부문
우수상 수상(파주교하 A15블록
한라비발디)

새만금방수제 만경5공구 건설공사 착공
한라 하이힐 복합건물 착공
오산시 물류센터 착공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착공
블랙야크용인물류센터 신축공사 착공

석탑산업훈장 및 표창 수상
(한강살리기 9공구 17공구현장)

2012 원전시공참여 'ASME 인증' 획득

한라비발디 신규BI 론칭

한국건축문화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풀무원숲체원)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 'Service Station'
신축공사 수주

한경주거문화대상 브랜드대상 수상
(원주한라비발디 2차)

수생태복원 분야 국내최초 환경신기술인증

고용노동부 우리사주대상 대기업부문 수상
파주교하A6 한라비발디아파트 착공

2011 국토해양부 장관상 수상
(현대백화점 대구점)

수생태복원 분야 녹색기술 인증

부분복층평면 저작권 등록
(청주 용정지구 한라비발디)

기획재정부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 수상
김포 한강신도시 한라비발디아파트 착공

KEPIC(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전력산업기술기준) 인증획득
환경부 친환경 안심 어린이놀이터 수상
(천안용곡동 한라비발디 놀이시설)
강남 한라비발디 스튜디오 착공

전주송천 한라비발디아파트 착공

미국경제전문지 포브스 발표
'아시아50대 유망기업'에 선정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착공

지식경제부 굿디자인 선정 (한라비발디
차량번호인식장치/엘리베이터)
판교 만도중앙연구소(R&D센터) 착공
제2영동고속도로 착공

H-Tower 신축공사 착공

인천김포고속도로 착공

한국건축문화대상 공동주거부문 본상 수상
(파주교하 A15블록 한라비발디아파트)

지식경제부 2010 Good Design 선정
(천안용곡동 한라비발디 놀이시설)

강남 도곡동 재건축
한라비발디아파트 착공

레드닷어워드 특별상 수상
(벽면 매립형 자전거 거치대)

안산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 착공

청주용정지구 한라비발디아파트 착공

2014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사업
사업협약 체결 및 6700세대 분양

세스코 사옥 신축공사 착공

풀무원숲체원 착공(국내최초 패시브인증)

한국색채대상 수상
(한라비발디 색채시스템)

건설품질경영대상 토목부문 대상 및
가치혁신상 수상
건설협력증진대상 표창 수상
한라그룹연수원 착공

주UAE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공사 착공

2013 고용노동부 노사상생협력
대통령 표창 수상

현대백화점 판교점 착공
(수도권 최대영업면적 백화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관 증축공사 착공

안양박달동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턴키) 착공

코트디부아르 씨프렐(CIPREL)
IV 발전소 증설공사 착공
㈜한라로 사명 및 CI 변경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민자사업 착공
김포도시철도 노반공사 2공수 착공

현대백화점 아울렛 송도점 착공

건설협력증진대상 대상,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

2015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착공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공항
확장공사 착공

한경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수상
(시흥배곧 한라비발디2차)
파주 운정 A21블록 아파트착공

2016 서울역 한라비발디센트럴아파트 착공
동탄물류센터 신축공사 착공

VISION(건강하게 성장하는 영속기업)선포

광명 소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신축공사 착공

국토교통부 건설협력증진 장관표창 수상
울산송정 한라비발디캠퍼스 착공

실시간 유량 대응형 하수처리장 소수력
발전기술, 녹색기술 인증

2017 위례엘포트 오피스텔 착공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1공구) 착공
현대해상화재보험 천안사옥 착공
봉담~송산 고속도로 착공

서울대 시흥 스마트캠퍼스 선포식 개최

2018 부평오피스텔 신축공사 착공

당진수청지구 한라비발디 캠퍼스 착공

삼성전자 평택 주차빌딩 신축공사 착공

대구 평리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착공

김해 한라비발디 센트럴파크 착공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공사 착공

제14회 건설협력증진대상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

2019 서울대 시흥 스마트캠퍼스 착공
김포-파주간 고속도로 착공

현대오일뱅크 신규부두 선석
축조공사 착공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 착공
다산신도시 현대아울렛 수주

부산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수주

경기 광주 쌍동1지구
아파트 공사 수주

정부 세종 신청사 공사 수주

계룡대실지구 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
울산 우정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 수주

부산 문현제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 수주
ISF 1-2 대수선 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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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영천시 조교동 민간임대주택
신축 공사 수주

한국일보 스태티스타 주관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 2021 수상

아산 스마트밸리 공동주택 신축 공사 수주
울릉군 남양1리 연안정비사업 수주

시흥 은행2지구 B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

양주 회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

서해선10공구 현장 철탑산업훈장 수상

장유삼문 지역주택조합 APT
신축사업 수주

청주시 월명공원 공동주택
신축 공사 수주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수주

전남 광영동 공동주택 신축 공사 수주

호남고속철도2단계 제 5공구
건설공사 수주
제16회 건설협력증진대상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

광양 황금택지지구 26-1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수주
수원당수 A3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수주

파주운정3 A17BL 아파트 건설공사
10공구 수주
전주 기린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 수주

연혁

군산 지곡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
대구 서문로1가 주상복합 공사 수주

2022 천안 부성지구 B1블럭 공동주택 공사 수주
부산 해운대 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주
㈜한라 장애인체육회 감사패 수상

부천 내동 물류센터 신축공사 수주

송도F6-1-B 복합업무시설 신축공사 수주
군산 지곡동Ⅱ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

WORKS

・ 내일을 열다 _ 토목사업
・ 꿈을 키우다 _ 건축사업
・ 행복을 만들다 _ 주택사업
・ 가치를 찾다 _ 플랜트 & 환경사업
・ 세상을 넓히다 _ 해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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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항

27
철도

89

도로・교량・터널・단지조성 외

토목사업

내일을 열다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의 터전, 더 여유롭고 편리한 내일을 열기 위해
HL디앤아이한라는 앞선 생각과 기술, 그리고 노하우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CIVI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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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750

목포 신외항 다목적 부두

공사개요 : 안벽 L=750m (5만 톤급×2선석, 3만 톤급×1선석)
공사기간 : 2001.01 - 2004.05

800

평택항 동부두(6, 7, 8번 선석)

공사개요 : 안벽 L=800M
(3만 톤급×1선석, 5만 톤급×2선석)
공사기간 : 2001.08 - 2008.09

울산신항 북방파제

공사개요 : L=650m (1구역:550m, 3구역:850m)
공사기간 : 2009.10 - 2012.07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9, 10번 선석)

공사개요 : 안벽 L=530m (3만 톤급×1선석, 5만 톤급×1선석)
공사기간 : 2003.04 - 2007.08

토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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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2,309,248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계류장(A-5공구)
공사개요 : 계류장 2,309,248㎡
공사기간 : 1997.05 - 2000.11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공사개요 : 본포장 L=90m, B=45m, 2개소, 연결 및 고속탈출 유도로
L=1,514m, B=45m, 4개소
공사기간 : 2007.10 - 2011.03

울진공항

공사개요 : 계류장 10,920㎡
공사기간 : 2000.12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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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량・터널

2,900

경부고속도로 직선화공사
(동탄JCT~기흥동탄IC)(제1공구)

공사개요 : 도로 L=2.26km, B=45~54m
교량 2개소/104m, 지하차도 1개소/270m
공사기간 : 2017.03 - 2023.06

동탄(2)
경부고속도로 직선화공사(제2공구)
공사개요 : 지하차도(양방향10차로)
L=640m, B=54m
공사기간 : 2017.03 - 2021.12

24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구미 간(9공구)
공사개요 : 도로 L=7.5km, B=24m
공사기간 : 1999.10 - 2004.12

고속국도 제451호선
성서-옥포 간 확장(1공구)

공사개요 : 도로 L=3.86km,
B=37.8-51.6m 및 IC 2개소
공사기간 : 2005.12 - 2011.04

문경새재터널

공사개요 : L=2,650m
공사기간 : 1999.10 - 2004.11

제2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인천-김포간(1-2공구)

공사개요 : 터널 L=1.56km
(개착터널 0.215km, NATM 1.345km)
공사기간 : 2012.03 - 2017.03

동부간선도로확장

공사개요 : 도로연장 L=3.2km, 성토=21,757㎥
공사기간 : 2008.12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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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0
경부고속철도(4-1공구)

공사개요 : 총연장 L=10.360km 및 정거장 1개소
공사기간 : 1993.05 - 2000.03

7,177

장항선 개량2단계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공사개요 : 총 연장: 7,177m,
터널:5,414m(3개소), 교량:888m(2개소)
공사기간 : 2014.11 - 2021.08

분당선 복선전철(1공구)

공사개요 : 총 연장 L=2.385km NATM 터널= 447m 정거장 1개소
공사기간 : 2004.10 - 2013.12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9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공사개요 : 터널 17.60km
(본선 12.45km, 경사터널 5.15km)
교량 L=85m, 토공 L=165m
공사기간 : 2012.06-2018.01

수인선 복선전철(5공구)

공사개요 : 토공 413m, 본선BOX 및 램프 3,496m,
정거장3개소(송도정거장,학익정거장,용현정거장)
터널(NATM) 679m, 철도덮개구조물 2단계 126m
공사기간 : 2005.06 - 2018.06

토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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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조성 외

933,916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공사개요 : 연면적 933,916㎡
공사기간 : 2016.12 - 2020.04

768,000

영월 강변저류지조성(한강살리기17공구)

공사개요 : 강변저류지 768,000㎡, Extension 4.65km
공사기간 : 2010.02 - 2011.12

새만금 방수제 만경(5공구)

공사개요 : 방수제 L=9.016m, 교량(3ea), 배수설비(2ea)
공사기간 : 2010.07 - 2015.12

파주운정 2단계 택지개발사업(5공구)

공사개요 : 단지 조성 2,362,628㎡ (배수 및 포장공사 등 포함)
공사기간 : 2008.03 - 2011.12

토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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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삼향-청호 간)

옥계신항만

구조라항 방파제

금강대교(서해안고속도로)

공사개요 : L=8.0km, B=23.4m
공사기간 : 2004.02 - 2012.12

공사개요 : 남방파제 70m, 북방파제 160m,
항만 친수시설 387m
공사기간 : 2009.03 - 2016.03

공사개요 : L=750m(5만 톤급×1선석,
2만 톤급×1선석, 1만 톤급×1선석)
공사기간 : 1989.04 - 1993.01

공사개요 : L=1.6km, B=24.5m(4차로)
공사기간 : 1995.02 - 19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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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항 다기능 어항

부산지하철 2호선(201, 202공구)

호남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동남권 유통단지

서해안고속도로(당진-서천 간)

인천국제공항 제1활주로(A-2공구)

동두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상패 간)

저동항 보강

고대·부곡지구 진입도로

토목사업

공사개요 : 마리나 방파제 180m, 마리나 선양장 100m,
친수호안 281m, 낚시잔교 100m
공사기간 : 2007.09 - 2012.09

공사개요 : 도로 L=12.2km, B=24m
공사기간 : 1996.10 - 2001.01

공사개요 : 총연장 L=4.12km 및 정거장 1개소
공사기간 : 1991.12 - 1996.06

공사개요 : 콘크리트 포장 216,000㎡
공사기간 : 1996.12-1999.12

공사개요 : 총연장 L=3.75km 및 정거장 1개소
공사기간 : 2002.11 - 2005.06

공사개요 : 도로 L=6.2km, B=20m
공사기간 : 2007.03 - 2014.01

집현-생비량 간 국도 확장

학의 JCT-과천 간 도로 확장

고속국도 제10호선 장흥-광양 간(6공구)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

분당 지하차도 및 도로 확장

영월-정양 간 도로 확포장

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춘포 간)

광주도시철도 1호선(1-6공구)

통영항 해경부두

송도국제도시 기반시설(5-1공구)

공사개요 : 도로 L=7.82km, B=20m
공사기간 : 2002.12 - 2010.12

공사개요 : 도로 L=6.24km, B=18.5m
공사기간 : 2002.03 - 2010.04

공사개요 : 도로 L=4.08km 확장, B=23-37m
공사기간 : 2004.08 - 2008.11

공사개요 : 도로 L=7.6km, B=20m
공사기간 : 2002.12 - 2010.12

공사개요 : 도로 L=11.28km, B=23.4m
공사기간 : 2006.12 - 2012.04

공사개요 : 총연장 L=1.575km 및 정거장 2개소
공사기간 : 1997.07 - 2001.10

공사개요 : 택지조성 1,434천㎡
공사기간 : 2012.04 - 2017.12

공사개요 : 접안시설 : 216m, 방파제 125m,
부지매립 및 포장공사 등
공사기간 : 2009.03 - 2011.12

공사개요 : 도로 L=1.505km
(평면 105m, U자형 503m, 지하도 897m)
공사기간 : 1994.06 - 1996.10

공사개요 : 도로연장 L=13.9km, B=12-55m
공사기간 : 2009.05 - 2012.01

토목사업

공사개요 : 단지 조성 511,084㎡
공사기간 : 2005.11 - 2010.11

공사개요 : 북방파제 보강 309m, 남방파제 보강 530m
공사기간 : 2009.04 - 2015.03

공사개요 : 도로 L=16.6km, B=20m
공사기간 : 1995.12 -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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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WORKS

27

상업・레저시설・역사・터미널

F O R E V ER
YO U

교육・연구시설

33

물류센터・공장

꿈을 키우다

당신의 진화하는 꿈
HL디앤아이한라는 항상 그 진화의 선두에 서서 한 발짝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피스・리모델링

23

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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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

오피스빌딩・지식산업센터

80,673

74,339

Tower730

국도테크노타운 빌딩

공사개요 : 연면적 80,673㎡, B4-27F, 업무시설
공사기간 : 2014.04 - 2017.02

공사개요 : 연면적 74,339㎡, B3-20F
공사기간 : 2008.02 - 2009.11

한라원앤원타워
송도씨워크인테라스한라

공사개요 : 연면적 74824.97㎡, B3-19F, 지식산업센터 362실 外
공사기간 : 2019.11 - 2022.07

공사개요 : 연면적 93383.49㎡, B4-25F
오피스 1,242실 및 상가 271실
공사기간 : 2019.08 - 2022.06

남동발전 사옥

공사개요 : 연면적 22,825.00㎡, B1-17F, 업무시설
공사기간 : 2011.11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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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웨스턴돔

공사개요 : 연면적 120,170㎡, B2-10F,
업무 및 판매·문화시설 신축
공사기간 : 2004.07 - 2007.02

237,090
현대백화점 판교점

공사개요 : 연면적 237,090.9㎡, B7-13F,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공사기간 : 2013.01 - 2015.07

139,042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

공사개요 : 연면적 139,042.61㎡, B3-3F, 판매시설
공사기간 : 2014.10 - 2016.04

현대아울렛 가산점

공사개요 : 연면적 98,996㎡, B5-20F,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사기간 : 2010.09 - 2013.02

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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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

원마운트 스포츠몰

공사개요 : 연면적 161,603㎡, B2-9F,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사기간 : 2010.05 - 2013.02

24,737
제주 세인트 포

공사개요 : 연면적 24,737㎡, 골프텔과 클럽하우스 외 골프장 부대건물 신축
공사기간 : 2006.05 - 2008.05

세라지오CC

공사개요 : 연면적 8,785㎡, B1-2F 클럽하우스 1동, 티하우스 2동, 경비실, 창고 2동 등
공사기간 : 2008.05 - 2011.05

목포 현대호텔

공사개요 : 연면적 28,817㎡, B2-10F, 208실
연회장 4개 등 호텔 신축
공사기간 : 1996.01 - 19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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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터미널

경부고속철도 신경주역사

공사개요 : 연면적 312,750.3㎡, B1-2F, 한국고속철도 신경주역사 신축
공사기간 : 2007.08 - 2011.01

34,771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사

공사개요 : 연면적 34,771㎡, B1-4F, 고속철도역사 신축
공사기간 : 1996.07 - 2004.03

원주시외버스터미널

공사개요 : 연면적 68,119㎡, 판매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사업기간 : 2005.05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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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블랙야크 용인물류센터

공사개요 : 연면적 29,942.98㎡,
B4-4F, 물류센터
공사기간 : 2011.11 - 2012.08

평택물류창고

공사개요 : 연면적 43,960㎡,
B1-3F,
A - 냉동·냉장창고
B - 사무동
공사기간 : 2009.04 - 2010.08

627,763
1

동탄물류단지

공사개요 : 연면적 731,151.56㎡ /
A,B,C - 물류시설 / D2 - 지원시설
공사기간 : 2016.03 - 2020.10

2

200,466
오산물류창고

공사개요 : 연면적 200,466㎡, B2-8F
공사기간 : 2010.09 - 2012.10
1. A블록
공사개요 : 연면적 136,064.12㎡, B1-4F 물류시설
공사기간 : 2016.03 - 2018.10
3

4

2. B블록
공사개요 : 연면적 486,623.76㎡, B2-4F 물류시설
공사기간 : 2016.03 - 2018.10
3. C블록
공사개요 : 연면적 102,472.41㎡, B2-4F 물류시설
공사기간 : 2018.11 - 2020.10
4. D2블록
공사개요 : 연면적 5,661.27㎡, B1-4F 지원시설
공사기간 : 2018.03 - 2018.11

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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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

HL만도 R&D센터

공사개요 : 연면적 56,690㎡, B3-9F
공사기간 : 2011.01 - 2012.08

20,561
HL인재개발원

공사개요 : 연면적 20,561.21㎡, B2-4F, 교육연구시설
공사기간 : 2012.12 - 2013.11

한라대학교

공사개요 : 연면적 54,830㎡, 주건물(B1-9F), 기숙사(B1-3F)
공사기간 : 1993.01 - 19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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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및 증축

39,343
정동빌딩

현대캐피탈 홍대사옥

공사개요 : 연면적 39,343㎡, 신축 B5-11F, 리모델링 B1-20F
공사기간 : 2008.07 - 2010.05

공사개요 : 연면적 10,992.20㎡, B3-5F
판매시설 리모델링
공사기간 : 2017.02 - 2017.07

31,566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공사개요 : 연면적 31,566.42㎡, B1F, 판매시설 리모델링
공사기간 : 2011.11 - 2012.06

고대구로병원

공사개요 : 연면적 88,756.97㎡, B2-9F, 의료시설
공사기간 : 2013.03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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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대구점

동성로 복합빌딩

네이버 이매동 어린이집

KT 대구사옥

세종골프클럽

등촌동 아울렛

한림대학교 다목적센터

한양대 서울캠퍼스 제5생활관

세스코 본사사옥

NHN엔터테인먼트 주차장 복합건물

오라카이 서초 광광호텔

풀무원 로하스아카데미

현대해상 부산사옥

만도 울산 HUB센터

마포 KPX빌딩

IT캐슬 2차 지식산업센터

동주지식산업센터

제주 해반산 리조트

서울숲 한라에코밸리

성수동 한라시그마밸리

성남 상대원동 한라시그마밸리

한라대학교 기숙사

덕소 만도 중앙연구소

공사개요 : 연면적 118,165㎡, B6-10F
공사기간 : 2009.01 - 2011.07

공사개요 : 연면적 6,805.55㎡, B1-5F, 교육연구시설
공사기간 : 2014.09 - 2015.11

공사개요 : 연면적 26,341㎡, B5-15F
공사기간 : 2011.02 - 2013.05

공사개요 : 연면적 20,765.77㎡, B4-13F
공사기간 : 2010.12 - 2012.09

공사개요 : 연면적 37,233.70㎡, B3-9F
판매 및 문화시설 신축
공사기간 : 2005.11 - 2007.08

공사개요 : 연면적 9,561.00㎡, B1-12F, 교육연구시설
공사기간 : 2015.07 - 2017.01

공사개요 : 연면적 10,838.07㎡, 1-2F, 물류센터
공사기간 : 2014.07 - 2015.03

공사개요 : 연면적 33,965㎡, B5-15F
공사기간 : 2009.02 - 2011.02

공사개요 : 연면적 5,356㎡, B2-3F, 노유자시설
공사기간 : 2016.02 - 2017.01

공사개요 : 연면적 24,240.54㎡, B6-12F
업무시설, 교육시설
공사기간 : 2012.10 - 2014.10

공사개요 : 연면적 19,809㎡, B4-18F
공사기간 : 2009.10 - 2011.08

공사개요 : 연면적 58,877㎡, B4-20F
공사기간 : 2008.11 - 2010.10

건축사업

공사개요 : 연면적 28,674㎡, B6-10F
공사기간 : 2002.07 - 2005.02

공사개요 : 연면적 13,798.69㎡, B2-6F,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공사기간 : 2014.09 - 2015.07

공사개요 : 연면적 18,316.78㎡, B3-20F
사업기간 : 2007.03 - 2008.10

공사개요 : 연면적 6,148㎡, B1-5F
기숙사 및 관리동 신축
사업기간 : 2006.11 - 2008.01

공사개요 : 연면적 1,042,433㎡
대중 골프코스 18홀 조성 및
클럽하우스 등 건축
공사기간 : 2010.06 - 2011.12

공사개요 : 연면적 20,145.661㎡, B3-5F, 호텔
공사기간 : 2016.08 - 2018.01

공사개요 : 연면적 24,102㎡, B3-15F
사업기간 : 2010.03 - 2011.10

공사개요 : 연면적 29,050㎡
조경 40,543㎡, 연구소 건물 신축
사업기간 : 1990.04 - 1992.09

건축사업

공사개요 : 연면적 38,255㎡, B6-8F
공사기간 : 2008.08 - 2010.04

공사개요 : 연면적 3251.19㎡, B1-2F, 교육연구시설
공사기간 : 2012.08 - 2013.10

공사개요 : 연면적 23,825.81㎡, 2F,
95개동(138실), 숙박시설
공사기간 : 2016.12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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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오피스텔

주택사업

행복을 만들다

HL디앤아이한라의 아파트 브랜드 한라비발디는
인간, 자연,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합니다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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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사업
서울대 시흥 스마트캠퍼스

교육1,2,3동(교육협력센터 & 연수원)
공사개요 : 연면적 59,607㎡, B1-10F
공사기간 : 2018.03 - 2020.02

교직원숙소(교직원 및 대학원생 주택)
공사개요 : 연면적 71,829㎡, B2-22F
공사기간 : 2018.02 - 2020.09

연구3동(무인이동체연구소)
공사개요 : 연면적 5,919㎡, B1-4F
공사기간 : 2019.03 - 2020.10

시흥배곧 한라비발디캠퍼스 (2단지)

공사개요 : 연면적 449,886㎡, B2-40F, 12개 동, 2,695세대
공사기간 : 2015.05 - 2018.02

시흥배곧 한라비발디캠퍼스 (1단지)

공사개요 : 연면적 450,726㎡, B2-40F, 12개 동, 2,701세대
공사기간 : 2014.10 - 2017.08

시흥배곧 한라비발디캠퍼스 (3단지)

공사개요 : 연면적 219,748㎡, B2-40F, 6개 동, 1,304세대
공사기간 : 2015.11 - 2018.09

연구4,5동(미래모빌리티센터)
공사개요 : 연면적 건물:14,549㎡,
트랙(대지면적):45,440㎡, B2-22F
공사기간 : 2018.08 - 2020.06

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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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59
울산 송정 한라비발디 캠퍼스

공사개요 : 연면적 100,659㎡, B1-25F, 6개 동, 676세대
공사기간 : 2016.10 - 2019.02

삼계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공사개요 : 연면적 302,684㎡, B2-29F, 21개동, 1,93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사기간 : 2018.12 - 2021.12

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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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용정 한라비발디

공사개요 : 연면적 240,866.75㎡, B2-21~25F, 16개 동, 84-134㎡형 1,400세대
공사기간 : 2010.10-2013.06

전주 송천 한라비발디

공사개요 : 연면적 139,364㎡, B1-14F, 15개 동, 966세대
공사기간 : 2011.08 - 2013.10

1,204

대구 북죽곡 한라비발디

공사개요 : 연면적 171,033㎡, B3-33F, 9개 동, 1,204세대
공사기간 : 2013.05 - 2016.01

원주 한라비발디 2차

공사개요 : 연면적 99,905㎡, B3-18F,
11개 동, 717세대
공사기간 : 2012.06 - 2014.09

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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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93,749

파주 운정 한빛마을 한라비발디

공사개요 : 연면적 193,749㎡, B2-29F
12개 동, 132-314㎡형 937세대
공사기간 : 2006.11 - 2009.09

도곡동 한라비발디

공사개요 : 연면적 21,131㎡, B2-20F, 1개 동, 110세대
공사기간 : 2014.01 - 2016.05

김포 한강 한라비발디

공사개요 : 연면적 160,164.40㎡, B2-19F, 12개 동, 857세대
공사기간 : 2011.03 - 2013.06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

공사개요 : 연면적 32,605㎡, B2-14F, 4개 동, 199세대
공사기간 : 2015.12 - 2018.01

992

인천 청라 한라비발디

공사개요 : 연면적 216,016㎡, B2-16~25F, 12개 동, 992세대
공사기간 : 2009.04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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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36

1,456

잠실 시그마타워 주상복합

공사개요 : 연면적 68,636㎡, B7-30F, 84세대
공사기간 : 1993.03 - 1996.12

송도 한라웨스턴파크

공사개요 : 연면적 107,281.70㎡,
B3 ~ 37F
1,456실 및 상업시설
공사기간 : 2017.12 - 2021.02

광명소하 뉴스테이

공사개요 : 연면적 57,472㎡, B4-10F, 1개 동, 420실
공사기간 : 2016.09 - 2018.07

강남 한라비발디 스튜디오193

공사개요 : 연면적 14,991㎡, B5-12F, 1개 동, 193세대
공사기간 : 2011.08 - 2013.07

주택사업

분당 구미동 시그마Ⅱ 오피스텔

공사개요 : 연면적 119,399㎡, B2-8F, 50-195㎡형 1,094세대
공사기간 : 1997.08 - 1999.08

위례 엘포트 한라비발디

공사개요 : 연면적 50,482㎡, B8-20F, 1개 동, 412실
공사기간 : 2017.02 - 2019.12

64

HL D&I HALL A

CHAPTER 2

65

HL D&I HALL A

CHAPTER 2

송도 오네스타

여의도 오피스텔

대전 도안 한라비발디(3블록)

목포 옥암 한라비발디

충주 목행동 한라비발디

서산 동문동 한라비발디

대전 도안 한라비발디(14블록)

파주 운정 산내마을 한라비발디

파주 운정 가람마을 한라비발디

용인 동백 한라비발디

용인 구갈 한라비발디 아델70

부산 범천동 시그마타워

파주 운정 가람마을 벽산한라비발디

원주 우산동 한라비발디(1단지)

당진 원당 한라비발디

충북 오창 한라비발디

의정부 한라비발디루트 주상복합

강남 목화밀라트

군산 수송 한라비발디

천안 신방 한라비발디

천안 용곡 한라비발디

수원 인계동 한라시그마팰리스

분당 야탑동 시그마Ⅲ 오피스텔

공사개요 : 연면적 59,588㎡, B4-25F, 1개 동, 468실
공사기간 : 2014.12 - 2017.09

공사개요 : 연면적 142,582㎡, B2-17~25F
12개 동, 885세대
공사기간 : 2009.05 - 2011.10

공사개요 : 연면적 210,095㎡, B2-15~25F
14개 동, 80-159㎡형 1,145세대
공사기간 : 2007.12 - 2010.08

공사개요 : 연면적 183,779㎡, B1-20F
12개 동, 113-320㎡형 1,114세대
공사기간 : 2006.07 - 2008.12

공사개요 : 연면적 29,374㎡, B7-16F, 1개 동, 410실
공사기간 : 2016.08 - 2019.02

공사개요 : 연면적 151,543.49㎡, 82-164㎡형
10개 동, 823세대
공사기간 : 2009.10 - 2013.04

공사개요 : 연면적 104,143㎡, B1-15F, 13개 동
107-232㎡형 634세대
공사기간 : 2007.04 - 2009.06

공사개요 : 연면적 116,402㎡, B2-20F
13개 동, 107-142㎡형 764세대
공사기간 : 2007.04 - 2009.09

주택사업

공사개요 : 연면적 166,318㎡, B3-15~28F
11개 동, 752세대
공사기간 : 2008.09 - 2011.06

공사개요 : 연면적 164,059㎡, B2-18~20F, 12개 동
59.97-197.36㎡형 978세대
공사기간 : 2010.04 - 2012.11

공사개요 : 연면적 118,518㎡, B2-22F
9개 동, 110-157㎡형 710세대
공사기간 : 2007.03 - 2009.08

공사개요 : 연면적 230,113㎡, B3-18~25F
20개 동, 115-209㎡형 1,163세대
공사기간 : 2007.11 - 2010.06

공사개요 : 연면적 107,733㎡, B1-18F
9개 동, 125-201㎡형 576세대
공사기간 : 2006.04 - 2008.07

공사개요 : 연면적 49,342㎡, B2-20F
4개 동, 152㎡형 248세대
공사기간 : 2003.11 - 2006.02

공사개요 : 연면적 215,350㎡, B1-18F, 26개 동
83-255㎡형 1,529세대
공사기간 : 2004.03 - 2006.05

공사개요 : 연면적 65,991㎡, B5-26F
3개 동, 50-155㎡형 356세대
공사기간 : 2003.12 - 2006.12

공사개요 : 연면적 80,898㎡, B2-15F
11개 동, 109㎡형 550세대
공사기간 : 2005.10 - 2007.11

공사개요 : 연면적 17,336㎡, B2-7F
3개 동, 172-182㎡형 70세대
공사기간 : 2003.10 - 2005.05

공사개요 : 연면적 45,997㎡, B3-20F
4개 동, 109-155㎡형 280세대
공사기간 : 2003.07-2005.11

공사개요 : 연면적 39,875㎡, B4-16F
50-86㎡형 546세대
공사기간 : 2001.06 - 2003.10

공사개요 : 연면적 134,739㎡, B1-15F
13개 동, 106-162㎡형 845세대
공사기간 : 2004.12 - 2006.12

공사개요 : 연면적 22,942㎡, B3-24F
43-76㎡형 434세대
공사기간 : 2002.05 - 2004.10

공사개요 : 연면적 12,379㎡, B5-19F
50-56㎡형 194세대
공사기간 : 2002.06 - 2004.08

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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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찾다

HL디앤아이한라는 문명과 자연이 함께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PLANT &
ENVIRONMENT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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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플랜트

1,000,000
삼호조선소

공사개요 : DOCK 신설(100만 톤급×1선석, 50만 톤급×1선석)
공사기간 : 1994.03 - 1996.12

신탄진 한라공조 공장

공사개요 : 185,282㎡, 연면적 6,000㎡, 차량 공조장치 제작공장 신축
공사기간 : 1992.06 - 1996.12

옥계 한라 시멘트

공사개요 : Capacity 4,800,000ton/year, 시멘트 제조시설
공사기간 : 1978.04 - 1990.01

플랜트/환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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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광양항 시멘트 유통기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판넬 공장

경산시 자원회수시설(BTO)

영암 그린환경자원센터

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해남 생활폐기물 이용 에너지 생산시설

횡성 폐기물 종합처리장

증평 하수종말처리장

춘천 미군 반환기지 토양오염 정화사업

전주 고형연료제조 및 스팀공급시설

플랜트/환경사업

환경

534,000

안산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공사개요 : 유입하수량 : 534천톤/일
소화조용량 : 17.5천톤/일
발전설비 : 631kw
공사기간 : 2012.04 - 2014.05

공사개요 : Capacity 10ton/day
지하 일괄투입식 소각로
공사기간 : 2001.06 - 2002.03

공사개요 : 소각 100톤/일, 발전 1.8MW
재활용설별 30톤/일, 슬러지건조 14톤/일
공사기간 : 2011.12 - 2015.07

공사개요 : Capacity 25ton/day, 열분해 쓰레기 소각로
공사기간 : 2003.08 - 2004.09

공사개요 : Capacity 500ton/hr, 시멘트 하역 및 선적
공사기간 : 2002.05 - 2002.12

공사개요 : Capacity 소각 30ton/day
재활용 15ton/day
공사기간 : 2008.07 - 2009.10

공사개요 : Capacity 소각 19.2ton/day
음식물 쓰레기 처리 10ton/day
재활용 8ton/day
공사기간 : 2004.08 - 2006.04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공사개요 : 하수처리 25만톤/일, 분뇨 400톤/일 외
공사기간 : 2013.04 - 2017.09

공사개요 : 부지 정화공법 설계
오염토양 복원 및 지하수 정화사업
공사기간 : 2008.05 - 2011.12

공사개요 : 고형연료(RPF) 제조 : 160톤/일
스팀생산 40톤/hr
공사기간 : 2012.01 - 2012.08

공사개요 : 연면적 112,859㎡, 판넬 공장
공사기간 : 2008.04 - 2009.08

공사개요 : Capacity 1,000㎥/day, 폐수고도처리
공사기간 : 2004.12 - 2006.06

공사개요 : Capacity 15,000㎥/day
표준활성슬러지 공법
공사기간 : 1995.12 - 1999.10

72

CHAPTER 2

HL D&I HALL A

8

F O R E V ER
YO U

해외건축

9

해외플랜트

세상을 넓히다

당신의 기대를 넘어서는 가치
모두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해외토목

13

해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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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축

280,230

696,000

천진 성림도 주택개발사업

공사개요 : 연면적 280,230㎡, 1·2·3단지 건축
위
치 : 중국, 천진
사업기간 : 2008.04 - 2011.09

CaiLan 인터내셔널 컨테이너 항만공사

공사개요 : 준설 696,000㎥, 매립 504,000㎥
법면 보호공 10,000㎥, 콘크리트 파일공사 등
위
치 : 베트남, 꽝닌
사업기간 : 2010.12 - 2012.08

UAE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개요 : 연면적 5,458.99㎡, 3F, 업무시설 및 기숙사
위
치 : 아랍에미리트
사업기간 : 2013.03 - 2014.12

콕스 바자르 공항 확장

공사개요 : 활주로 확장 : 연장 2.74km, 폭 60m
위
치 : 방글라데시, 다카
사업기간 : 2015.07 - 2018.01

상해 경은대하빌딩

공사개요 : 연면적 71,000㎡, B3-38F
위
치 : 중국, 상해
공사기간 : 1995.10 - 1999.12

해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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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르 사이샨드 도로

Lae 시멘트 플랜트

만도 멕시코 공장

만도 미국 자동차 주물 공장

만도 폴란드 공장

인도 만도 MIS 자동차
조향장치 생산공장

해외사업

해외플랜트

공사개요 : 총 도로 연장: 90Km, 폭 10m
위
치 : 몽골 초이르
공사기간 : 2012.02 - 2013.09

공사개요 : 연면적 16,413㎡, 공장동, 사무실 등
위
치 : 미국, 조지아주
공사기간 : 2013.02 - 2013.11

공사개요 : Lae Capacity 200,000ton/year
시멘트 제조 및 부대시설
위
치 : 파푸아뉴기니, Lae
공사기간 : 1991.12 - 1994.01

공사개요 : 연면적 32,013㎡, 공장동, 사무실 등
위
치 : 폴란드, Walbrzych
공사기간 : 2011.10 - 2012.08

119

공사개요 : 연면적 105,557㎡, 공장동(2개동)
사무실(3개소), 위험물관리소(1개소) 등
위
치 : 멕시코, 살띠요
공사기간 : 2015.08 - 2016.04

공사개요 : 연면적 11,067㎡, 공장동
사무동, 부속건물 등 신축
위
치 : 인도, 첸나이
사업기간 : 2011.01 - 2011.07

CIPREL Ⅳ Volet B Project

공사개요 : Power Output(Net) : 119 MW (NG Firing), 112 MW (HVO Firing)
Main Equipments : HRSG 2 Units (for Tag 9 and Tag 10), Steam Turbine 1 Unit, ACC 1 Unit
Power Evacuation : 225 kV Substation (Out of Scope)
위
치 :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Coted'lvoire Abidjan)
공사기간 : 2013.10 - 2015.12 (Power Block)
2013.10 - 2016.03 (Storage Building)

페르케세두구-우왕골로두구 도로
공사개요 : 연장 46.6km
위
치 : 코드디부아르, 우앙골로두구
공사기간 : 2014.12 - 2017.06

동칼리만탄 지방도로

공사개요 : 연장 43.1Km, 폭 6.5m
위
치 :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공사기간 : 2014.10 - 2018.05

Negeri Sembilan 시멘트 플랜트

공사개요 : Capacity 3,600ton/day, 시멘트 제조시설
위
치 : 말레이시아, Negeri
공사기간 : 1995.12 - 1998.04

Bishah 시멘트 플랜트

공사개요 : Capacity 3,800ton/day
시멘트 제조시설
위
치 : 사우디아라비아, Bishah
공사기간 : 1994.03 - 1996.11

발렌시아 호텔

공사개요 : 연면적 9,666㎡, 90실(Residence Inn)
+66실(Fairfield Inn)
회의실 및 기타 부대시설 신축
위
치 : 미국, 캘리포니아
공사기간 : 1995.09 - 1997.01

UAE 서부지역 Barakah 휴게소
공사개요 : 연면적 52,500㎡
위
치 : 아랍에미리트
공사기간 : 2015.09 - 2016.11

UAE 서부지역 주유소
(제이린 알 아쉬, 가벳 베이누나, 알 실라2)

공사개요 : Jreen Al Aish : 연면적 2,323.2㎡
Al Sila : 연면적 2,1014.5㎡
Ghabat : 연면적 2,414.4㎡
위
치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사기간 : 2011.08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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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HL디앤아이한라 본사

3

베트남

GMS Ben Luc-Long Thanh Expressway Project A1
GMS Ben Luc-Long Thanh Expressway Project A3
Construction Lo Te-Rach Soy Highway (Package 1)

2

인도네시아

4

방글라데시

6

폴란드

5
7
8
9

아랍에미리트
독일

코트디부아르
미국

10 멕시코

7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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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Branch Office _ Regional Roads Development Project-East Kalimantan

Bangladesh Branch Office _ Cox’s Bazar Airport
Abu Dhabi Branch Office
Poland Branch Office

Frankfurt Branch Office

Cote d'Ivoire Branch Office _ Rehabilitation of the road north :
section Ferkessédougou-Ouangolodougou in Cote d'Ivoire Representative Office
Halla Corporation America

Halla E&C Mexico S. de R.L. de CV in Mexico

6

1

5

8

9

4
10

3

2

해외사업

SUSTAINABILITY
MANAGEMENT

・ New Business _ 신사업
・ Technology _ 기술경영
・ Safety, Quality, Environment
_ 안전보건, 품질, 환경경영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_ 상생경영, 나눔경영, 스포츠후원

NEW
BUSINESS
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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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채웁니다

HL디앤아이한라는 그룹 신규사업실과
연계하여 ICT, IOT 등 Mega Trend 관련
기술과 접목 가능한 신사업 분야 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CHAPTER 3

미래경영

주거시설과 사무실, 도로와 철도, 문화,
레저시설 등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정보를 주고받아 고객의 손끝 하나로 모든
시설이 알아듣고 움직이는 미래형 최첨단
자동화시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HL디앤아이한라는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며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명변경을 기점으로 타산업과 연계하여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며 안정적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HL디앤아이한라는 물류, 유통, 레저,
부동산종합서비스, 도로운영 사업 등에 진출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비건설 부분을 30%까지
확대하여 신개념건설사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신사업 포트폴리오

가산현대아울렛

물류

유통

도로
운영

건설

레저

부동산
종합
서비스

동탄물류센터

세라지오 CC

환경

(시공ㆍ운영)
시그마스포츠클럽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기준은 바로 당신입니다

TECHNOLOGY
기술경영

85

HL D&I HALL A

건설기술의 혁신을
주도합니다

HL디앤아이한라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건설 신기술과 신공법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CHAPTER 3

기술경영

최근에는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녹색기술 개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도하는 건설산업의 리더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분야

친환경건축

‧ㄷ형상으로 가공된 후판을 이용한 기초 전단머리 보강공법

‧천공과 설치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스크류를 부착한 소구경
강관말뚝 공법
‧공동주택용 외단열적층시공 공법개발

‧모듈러중고층화 및 공장생산성 향상기술
친환경소재
토목연구

‧연속화된 일체형 가로보와교축방향으로 배치한 복공판을 이용한
임시교량 가설 교량공법(CAP공법)
‧가설교량 및 이의 시공방법

‧토건용 재생블록 및 그 제조방법

‧강성 전면판을 이용한 포스트텐션쏘일네일 장치 및 그를 이용한
조립식 쏘일네일링 공법
자원/에너지

‧하수폐열 회수장치
‧소수력 발전장치

‧소수력 발전장치 및 그 제어방법
수처리/관리

‧산성광산 폐수 처리 시스템

‧생물학적 용출기술과 전기동력학적 기술의 통합공정을 이용한
중금속 오염토양 정화방법
‧금속환원미생물에 의한 향상된 전기동력학적 토양처리기술
‧자기장을 이용한 중금속 오염 미세토양 슬러리 정화방법

‧준설토 재활용 확대를 위한 오염 퇴적토 처리방법 및 처리시스템
수생태

‧식생방틀을 활용한 하안선형 유도와 하천 수생태복원 기술
‧다층형 부유습지를 이용한 댐호의수생태 복원 기술

‧독립방틀을 이용한 하천수변의 하안유도 및 생태공간 조성기술
‧호소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부유습지 조성기술
‧부유식 수변 및 수중생물 서식 산란장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기준은 바로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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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구분야

복층설계

CHAPTER 3

기술경영

‧신개념 아파트 평면을 도입, 도형 저작물과
건축저작물 저작권 등록

‧아파트 평면은 1층과 2층을 블록처럼 서로
엇갈려 쌓아 24층까지 연계해 설계한 것이 특징
‧A타입과 B타입이 서로 엇갈려 만들어내는 복층
거실부분이 디자인의 포인트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하고 넓은 실내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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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현황

구분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방재신기술

NO.

O.M.I.형 수조와 세미카플란 수차의 가변피치를 연동한 실시간 유량 대응형 하수처리장 소수력 발전기술

2

천공과 설치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스크류를 부착한 소구경 강관말뚝 공법

1

3
4
5

1
1

3
4
5
6
7
8
9

10
11
12

‧공동주택에서 여러 개의 편의시설이 집약된 독립형 복리시설

13
14

‧라운지시설을 1층 코너에 형성, 필로티를 통해 연결

15

‧주민간 소통 및 편의성 도모

16
17
18
19

‧국내 최초 독일 패시브협회의
패시브하우스(에너지저감형 건축물)
인증

20
21
22

‧외부 열손실 최소화, 공기 질
향상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23
24
25
26
특허등록

27
28
29
30
31

디자인 어워드

32
어워드

2016 Good Design Award

2015 IF DESIGN AWARD(독일)
2014 경기도건축문화상
2014 경기도건축문화상
2014 경기도건축문화상

2014 Good Design Award
2014 RED DOT(독일)
2013 자연환경대상

2013 Good Design Award
2013 Good Design Award
2013 Good Design Award
2013 Good Design Award
2013 Good Design Award
2012 한국색채대상

2012 Good Design Award
2012 Good Design Award

2011 친환경안심놀이터 공모
2010 Good Design Award

수상대상

HL인재개발원 외부공간
PURE SHIELD

HL만도 중앙연구소

파주운정 한라비발디플러스
HL인재개발원

전주송천동 어린이놀이터
Wall hanger Bike Rack
청주용정지구 조경

청주용정 외관디자인
김포한강 휴게시설

파주A6블록 어린이놀이터2
화성조암 어린이놀이터
청주용정 어린이놀이터
한라비발디 색채매뉴얼
한라비발디색채매뉴얼

파주A6블록 어린이놀이터
천안용곡 어린이놀이터
천안용곡 어린이놀이터

33
34

수상내역

35

우수디자인 선정

36

Intelligent Smart Display

37

입선 (주거)

38
39

입선 (주거)

40

동상 (비주거)

41

우수디자인 선정

42
43

특별상 수상

44

우수상

45

한국디자인 진흥원장

46

우수디자인 선정

47

우수디자인 선정

48
49

우수디자인 선정

50

우수디자인 선정

51

대상

52

한국 디자인 진흥원장

53

우수디자인 어린이 상
장려 (실외부분)

우수디자인 선정

54
디자인등록

명칭

1

2

헬로라운지

패시브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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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속화된 일체형 가로보와 교축방향으로 배치한 복공판을 이용한 가설교량 공법(CAP공법)
터널 공사 시 근로자 위치 및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

ㄱ 형 합성 앵커를 적용한 장방형 충전합성기둥과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의 접합 공법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스토퍼파일 공법)
호소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복합부유습지 조성 기술

강성 전면판을 이용한 포스트텐션 쏘일네일 장치 및 그를 이용한 조립식 쏘일네일링 공법
수변 어소블럭

가설교량 및 이의 시공방법

건축물의 복합보 공법 및 그 구조

생물학적 용출기술과 전기동력학적 기술의 통합공정을 이용한 중금속 오염토양 정화방법

금속환원 미생물에 의해 향상된 전기동력학적 기술을 이용한 비소 및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의 정화방법
반파 정류와 전파 정류를 연계한 혼합 전원공급방식 및 2차원 전극배열에 의한
전기동력학적 중금속 오염토양 정화방법 및 정화장치
자천공 비배토 스큐류파일을 이용한 가압 그라우팅공법
무가시설 지하구조물 시공방법
스크류파일 시공방법

소수력 발전장치 및 그 제어방법
공간 활용 건축물 시공방법
소수력 발전장치

굴절지지대를 이용한 버팀보 지지장치
하수폐열 회수장치

석면 함유 슬레이트 해체용 작업장치
마감재 설치구조

수면 부유시설 보호구조물

어류 서식지 복원을 위한 생태환경 분류방법
고효율 소수력발전장치

기술경영

등록번호

15.11.03

제684호

13.01.21

제679호
제828호
제868호
제869호

제2021-17호

제10-0651607호
제10-0938596호
제10-0939484호
제10-0939970호
제10-0945477호
제10-0964176호
제10-1090901호
제10-1158048호
제10-1221970호
제10-1224440호
제10-1268137호
제10-1281853호
제10-1300293호
제10-1303873호
제10-1325897호
제10-1331184호
제10-1338691호
제10-1346006호
제10-1358387호

제10-1369522호

유량변동 대응기능을 가진 사이펀식 소수력발전장치

제10-1375889호

앵커 체결이 가능한 단열형 간격유지봉, 이를 이용한 마감재 설치구조 및 단열재 지지구조

제10-1402646호

생물이동통로를 겸한 수변 생태습지
스크류파일

스크류파일 시공방법

유량 대응형 소수력발전장치의 제어방법
유량 대응형 소수력발전장치

일체형 급/배기덕트를 이용한 주방환기장치

전열교환기 연동형 주방 환기장치 및 그 환기방법

거더의 시공방법 및 이를 이용한 무가시설의 지중 구조물 시공방법
무가시설의 지중 구조물 시공방법

근입 안전성이 우수한 벽체부재 및 이를 이용한 지중벽체와 그 시공방법
구조물의 벽체와 외부단열재가 일체로 형성되는 시공구조 및 방법
마이크로파일 시공방법

거푸집의 자동 수직도 보정장치 및 이를 갖는 수직 클라이밍 가설장치
터널 공사현장의 작업자 안전관리 시스템
독립형 라운지시설이 구비된 공동주택

분할식 라이닝폼을 이용한 아치형 터널의 시공방법
분리형 수직 클라이밍 가설장치

외단열 동시 공사용 수직클라이밍 가설장치

건물용 배관모듈 및 이를 이용한 건물배관 시공방법
비누받침 일체형 손빨래 걸이
건축용 케이지 장치

분할식 라이닝폼을 이용한 아치형 터널의 시공방법

‘SMALL HYDROPOWER GENERATION APPARATUS AND
METHOD OF CONTROLLING THE SAME’ - 베트남
하수열 회수시스템

폐단면 합성 기둥 및 이의 제작 방법

폐단면 합성 기둥과 철골보 연결 구조 및 이의 시공 방법
버팀보용 굴절지지대

폐단면 합성 기둥과 와이드보 연결 구조 및 이의 시공 방법
도어 시스템 모듈

기둥부재와 와이드보의 접합구조 및 바닥구조체

‘SMALL HYDROPOWER GENERATION APPARATUS AND
METHOD OF CONTROLLING THE SAME’ - 필리핀
수직 배관 설치시 편심보정 커넥터 유니트

추가보강된 기초구조물의 설계하중을 사전에 재하할 수 있는 기초구조물 하중 선재하 공법 및 장치
확대굴착용 오거축

차번인식기(LPR)의 카메라 장치 케이스

등록일

제484호

제10-1376116호
제10-1416864호
제10-1416865호
제10-1455033호
제10-1455032호
제10-1476537호
제10-1476528호
제10-1516746호
제10-1524302호
제10-1524303호
제10-1562362호
제10-1657785호
제10-1662952호
제10-1671209호
제10-1672836호
제10-1687308호
제10-1725899호
제10-1744345호
제10-1795369호
제10-1880648호
제10-1892243호
제10-1906546호
19932호

제10-1998235호
제10-2064954호
제10-2085624호
제10-2095480호
제10-2098028호
제10-2116404호
제10-2142304호

제1-2013-501479호
제10-2220751호
제10-2324536호
제30-1005812호
제30-0613717호

13.01.04
17.09.05
19.07.12
19.08.22
21.05.11
06.11.22
10.01.18
10.01.22
10.01.26
10.02.25
10.06.09
11.12.01
12.06.13
13.01.08
13.01.15
13.05.21
13.06.27
13.08.20
13.08.29
13.10.30
13.11.13
13.12.02
13.12.23
14.01.27
14.02.25
14.03.12
14.03.13
14.05.27
14.07.02
14.07.02
14.10.20
14.10.20
14.12.18
14.12.18
15.04.24
15.05.22
15.05.22
15.10.15
16.09.08
16.09.28
16.10.26
16.10.31
16.12.12
17.04.05
17.05.31
17.11.02
18.07.16
18.08.21
18.10.02
18.09.17
19.07.03
20.01.06
20.03.02
20.03.25
20.04.01
20.05.22
20.08.03
20.01.22
21.02.22
21.11.04
19.05.03
11.06.10

SAFETY
QUALIT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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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

HL디앤아이한라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경영을
철저하게 구현하고자 노력합니다. OHSAS 18001 인증을 획득하여 글로벌 수준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안전보건 방침을 모든 임직원, 협력회사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가장 안전한 사업장을
만듭니다

안전보건경영
품질경영
환경경영

CHAPTER 3

안전보건경영

전사적인 ‘전 현장 무재해 운동’과 함께 최고경영진이 참여하는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안전 체험 교육장 운영, 위험작업의 사전 작업허가제 운영, 공동관리 현장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수 안전관리 협력회사에 대한 포상, Safety Kick-Off Meeting을 통해 협력회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도 유도‧지원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영�검토

ACTION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실행�및�운영
DO

경영자�검토
중점관리�방안�수립

· 현장 환경관리

(비산먼지, 폐기물, 수질관리 등)

교육적�사항

K
CHEC

점검

CHECK

환경�방침�및�목표수립
환경�친화적�설계검토
환경영향평가
법규�파악�및�등록
환경관리�계획
기타�요구사항

· 실천적 안전활동 정착
· 현장 지도점검 및 평가
· 공동관리현장 운영 활성화
· 협력업체 자율안전관리 지원

DO

PLAN

ACTION

· 환경유해물 취급, 보관
· 환경교육 훈련
· 비상사태 계획

기획

관리적�사항

PL A
N

· 내부 환경심사 실사(연 1회 이상)
· 현장 자체점검
· 시정예방 조치

기술적�사항

· 신기술 신공법 적용
· 안전표준 SYSTEM 정착
· 안전시설물 개선 및 개발
· 장비 기계기구의 사전점검

현장 안전지도점검

정도경영

투명경영

하지 말아야 할
떳떳하지 못한일을
하지 않는 것

투명경영

부정, 비리척결
정확한 정보를 구성원들에게
알려서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원칙과�기본이�통용되는�문화

안전결의대회

누구나�실수할�수�있지만�정도·투명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4대원칙

Risk 사전차단
사전예방과
지도활동 강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기준은 바로 당신입니다

· 안전 교육의 전문화
· 해외 선진 안전기법 연수
· 자율적인 Safety Mind 함양
· 건설안전체험 교육장 설치 운영

원칙과�기본이�통용되는�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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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실수할�수�있지만�정도·투명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HL D&I HALL A
지켜야�할�기준을�만들고�지켜야�하며�꾸준히�점검해야�한다

품질경영

CHAPTER 3

품질경영

‘품질에는 타협이 없다’는 확고한 품질철학을 기반으로 HL디앤아이한라는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철저하게 품질경영을 추구합니다.

완벽한 품질로 최고의
고객감동을 실현합니다

글로벌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9001 인증을 획득, 체계적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품질
방침을 대내외에 선포하여 경영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품질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진과 협력업체 대표들이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는 품질 캠페인,
현장품질 점검과 월별 품질회의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여 최상의 품질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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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Global Standard
관리 수준 선진화

환경경영 변화 추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Compliance

HL D&I HALL A

CHAPTER 3

환경경영

관련 법규 자율 준수

HL디앤아이한라는 글로벌 환경경영시스템인 ISO 14001 인증을 획득, 이를 기반으로
환경경영 매뉴얼과 환경방침을 제정하여 모든 임직원, 협력회사와 함께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환경법규와 협약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 소음‧
먼지‧오폐수 유해물질 등의 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합니다. 또한 환경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여 국제적인 환경경영 변화 추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을 통해 대외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고객만족과 신뢰를 더욱 높여갈 것입니다.

고객�요구�사항

측정분석�개선

· 내부심사
· 자율점검
· NCR / CAR
· 품질분석

경영책임

· 품질 방침 및 목표
· 업무분장
· 현장개요

지속적
개선

환경경영 목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슬로건

바꾸고, 지키고, 함께

중점추진 사항

폭넓은�대상
Broad
‧환경경영 강화(ISO 14001)
‧국제표준 획득(ISO 50001)
정서적�공유
‧온실가스
Mind배출량
Sharing 제3자 검증

‧환경성과 평가체계 구축- 폐기물,용수 등

지역과의�상생

Local Relationship

제품실현

· 설계검토
· 공무원 승인
· 시공계획서
· 교정관리

‧성과특정 및 지속가능 환경 감사
HL
나눔경영

고객만족

2020 안전품질캠페인

지주부문

교육·스포츠
부문

‧MSCI 평가기준 사전준비(K-ESG 고려한 기준 적용)

· 품질관리자원
· 품질교육

2020 안전품질캠페인

한라대학교
안양한라 아이스하키단

지속성 ‧KCGS 환경모범규준 실천
세부실천Sustainability
사항

자원관리

‧현장의 환경성과 실적 DATA 적합성 제고
‧유관부서 협력(팀별 담당자 운영)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한라홀딩스
- 지주부문
- 마이스터사업부문
- 정보전략실

HL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기준은 바로 당신입니다

자동차
부문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기준은 바로 당신입니다

(주) 만도

ISO 14001 인증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상생경영
나눔경영
스포츠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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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경영

협력업체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향해 나가는 동반자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HL디앤아이한라는 동반성장을 추구합니다.

함께 노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CHAPTER 3

상생경영

협력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재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우수협력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이행보증 면제, 하도급 입찰 참여비율 확대,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단축, 직원 초청 교육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협력회사 협의체 모임인 ‘한울회’를 발족, 정기 모임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발주

공정한 평가를 통해 최우수, 우수, 일반, 지역 총 4개의 그룹으로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그에 맞는 특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입찰기회를 부여, 발주의 투명성 확보, 업무
편의성 지원 등 협력업체와 (HL디앤아이한라간의 상생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우수협력사 초청교육, 협력사 품질캠페인 등의 교육을 통하여
원활한 의사소통과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의 실시로 협력회사간에 상호 연대감 증진 및
애로사항을 공유함으로써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

우수협력업체에 대한 재무적 지원, 대금지원제도 등 각종 제도를
통해 협력업체의 재무적 안정성을 위한 각종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하도급 직불제도등을 통해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2차 거래선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타

HL디앤아이한라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사회구성원
모두와 함께라는 목표아래 윤리경영, 적극적 사회봉사활동 등
건전한 기업문화 및 상생협력 정착에 공헌하는 기업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교육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기준은 바로 당신입니다

Global Standard

Compliance

관리 수준 선진화

관련 법규 자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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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나눔경영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복지

전방위적인 복지활동

HL은 사랑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물질적, 재원적 자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HL디앤아이한라 사내동호회를 중심으로
개별 성격에 맞춰 지원대상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 볼링회 : 외국인 노동자와 볼링게임
· 축구회 : 장애인 축구회와 축구 시합
· 마라톤회 : 보육원 및 소년소녀가장 초청 5km 달리기
· 산악회 : 소년소녀가장, 보육원 등 1일 캠프
· 사진동호회 : 보육원 및 소년소녀 가장 사진촬영

나눔경영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연령, 국적에
따라 지원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 지원이라는
큰 범주에서 폭넓은 사회 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 다일공동체 내 영세노인, 노숙자 지원
· 외국인대상 우리 농수산물 외국인 병원지원
· 외국인 대상 의료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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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후원

HL디앤아이한라는 ‘HL안양아이스하키팀’을 후원합니다.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국내 아이스하키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활기찬 스포츠로 사회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HL은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발전을 응원합니다

Broad

정서적�공유
Mind Sharing

지역과의�상생

Local Relationship

지속성

Sustainability

HL
나눔경영
지역밀착형 복지시스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단순 이벤트성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 및 세부플랜을 설정하여
지역, 사회가 동반성장해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3함대사령부 위문금 전달

본사에서는 일부 지역에 한정하지 않은
전방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는 각 건설현장에서는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 현장인근 공공시설, 복지시설지원
· 지역환경정화활동 / 자연보고회 개최

사랑의 나눔활동

스포츠후원

HL안양아이스하키팀은 HL그룹이 1994년에 창단한 실업스포츠팀으로서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챔피언 6회 달성(2009-10, 2010-11, 2015-16, 2016-17,
2017-18, 2019-20)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내외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리그 기간 중에 소년소녀가장을 초청, 경기관람을 지원하며 스포츠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폭넓은�대상

목표

CHAPTER 3

HL안양아이스하키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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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주요 프로젝트 리스트

공사명

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현대오일뱅크 신규부두 #9(#19) 선석 설치 공사

충남 서산시

12만 DWT 돌핀부두(Loading & Service Platform, MD, BD, Trestle 등)

2019.02 - 2020.09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간 건설공사(제4공구)
18-공-주기장 재포장 시설공사(4016)

경의선 성산천교외 1개소 교량개량 기타공사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동탄JCT~ 기흥동탄IC) (제1공구)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동탄(2) 경부고속도 직선화공사(제2공구)

경남 진해시
경기 파주시
광주 광산구

서울 마포구

제주 제주시

경기 화성시
인천시 서구

경기 화성시

안벽공 700m, 남측호안공 205.5m, 준설공 1식, 부지조성공 1식, 부대공 1식
L=3.64km, 교량 13개소/690m, 육교 1개소/50m
콘크리트 포장 36,500㎡, 아스콘포장 1,261Ton

성산천교 L=92.7m(SRC강합성 하로교), 거림천교 L=27.4m(Edge Girder 하로교)
방파제 축조 1,100m(해수소통구 250m), T.T.P 3,797EA, Tripod 4,997EA
도로 L=2.26km, B=45~54m 교량 2개소/104m, 지하차도 1개소/270m
면적:933,916m2(283천평), 아스콘포장 1,689a, 우,오,상수공 27,799m
지하차도(양방향10차로) : L=640m, B=54m

2019.07 - 2024.06

2019-02 - 2024.11
2018.06 - 2020.04
2018.01 - 2022.08
2017.12 - 2019.12

2017.03 - 2020.08

2016.12 - 2020.04
2016.12 - 2019.12

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로(중로1-1호선) 개설공사

제주 제주시

도로 : L=1.700km, B=24m

2016.11 - 2018.12

제주공항 Airside 단기 인프라 확충공사

제주도 제주시

고속탈출유도로 3개소 신설, 이륙대기구역 2개소 개선, 계류장 확장(주기장 7면)

2016.06 - 2017.11

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중 B유역 저류지 조성공사
16-공-00부대 유도로 재포장공사(4034)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마곡지구 2공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1차

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칠곡 왜관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장항선 개량2단계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대 대죽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김포도시철도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부산~울산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건설공사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9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간)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광주~원주(제2영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선 건설공사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간) 제9공구 건설공사
몽탄-동강 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새만금유역 CSOs 및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1권역)
전곡어항 이전공사

농업용 저수지(금봉1·가음·임고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2공구)

새만금 방수제 만경(5공구)

원주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세종골프장(토목)

평택·당진항 고대지구 공용부두(2공구)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영월 강변저류지조성(한강살리기17공구)
하동-완사간 2국도

부산신항 서컨 준설토 투기장 호안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1-3공구)

한강(북한강)살리기 하천환경 정비(9공구)
울산신항 북방파제(2공구)

한강살리기 3공구(여주 1지구)

한강살리기 4공구(여주 2지구)

고속국도 제40호선 충주-제천 간(1공구)
진상-하동1 도로건설공사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1공구)
적성-전곡 간 도로(2공구)

인천도시철도 2호선(201공구)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2공구)
송도국제도시 기반시설(5-1공구)

제주 제주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 강서

충남 당진시

경기 화성시

경북 칠곡군
충북 보령시
충남 서산

경기 김포시

부산시 기장군
강원도 평창군

경기도 구리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여주시
경북 경주시
경기 평택시
전남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일대

경기 화성시

경북 의성군,
영천시

전북 군산시

강원 원주시
충남 연기군
경기 평택시
인천광역시

강원 영월군

경남 하동군
부산광역시

충남 공주시

경기 가평군
울산광역시

경기 여주군
경기 여주군

충북 충주시

전남 광양-하동
광주광역시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흙깍기 : 134,545㎥

시멘트안정처리기층 : 19,718㎥, 콘크리트포장 : 45,761㎥

방파호안 L=605m, 북방파제 제거 L=205m, 해양방류관 제거(586m) 및 신설(683m)
조경공사 106,933㎡ (연결녹지 41개소, 경관녹지 2개소, 가로수)

노반공사 7.601km, 교량 4개소/5,068m, 정거장 1개소(101정거장)

철도 L=10.658km, 토공 4.949km, 교량 7개소/3.274km, 터널 5개소/2.435km,
정거장(105,106), 컨테이너 야적장
도로 L=3.540km, B=20m 교량 3개소/61.2m, 터널 2개소(병렬식)/1,413m
노반공사 7.177km, 교량 2개소/890m, 터널3개소/5,414m

북측678m, 서측호안617m, 연약지반개량(DCM,PBD등), 준설공 4,057천㎥, 진입도로 991m
연장 L=3.696km, 터널 L=3.516km, 정거장 2개소, 환기구 5개소, 작업구 1개소
노반 1.26km, 교량 1.46km/2개소, 터널 1.42km/2개소, 정거장 1개소

터널 17.60km(본선 12.45km, 경사터널 5.15km), 교량 L=85m, 토공 L=165m
택지조성 1,434천㎡

터널 L=1.56km(개착터널 0.215km, NATM 1.345km)

도로 L=8.685km, 교량 8개소/550m, 터널1개소/1,211m
연결선 7.3km 건설
노반공사 4.521km

도로 L=5.893km, B=20m 교량 4개소/930m, 교차로4개소

전주시 : 대상유역 1,907ha/ 시설용량 100,000㎥/ 장치형 시설 2개소
완주군 : 대상유역 145ha/ 시설용량 5,000㎥
물양장 : 135m, 선양장 : 35m, 호안 : 135m, 매립, 준설 등

저수지 : (금봉1) 신설 41m, (가음) 증고 2.9m, (임고) 증고 4.5m

여수토방수로 : (금봉1) 신설 90m, (가음) 확장 46m, (임고) 확장 7m
이설도로 : (금봉1) 4.6km, (가음) 4.4km, (임고) 1.3km

방수제 L=9.016m, 교량(3ea.), 배수설비(2ea.)
단지 조성 297,023㎡

홀 조성공사(18홀, 1,042,433㎡)
공용부두,L=224m
L=6.113km(교량

강변저류지 768,000㎡,Extension 4.65km

도로(L=7.10km, B=11.5m), 장대교량(3ea.)/565m, 소교량(4ea.)/110m
터널(3ea.)/1,155m
호안 L=405m
L=12.1km

하천환경 정비 28.1km, 제방공사 17.9km, 배수공(63ea.)
L=650m(1구역:550m,3구역:850m)

생태수로 17.97km,제방공사2.97km,자전거도로18.7km,수로정비 등
생태수로 11.3km,제방공사6.7km,자전거도로7.1km,수로정비 등
신설 L=5.80km, B=24.0m(4차로)

L=7.08km, B=11.5m, 교량(4개소/1,345m), 터널(1개소/1,559m)
도로 L=3.0km,B=20m

L=2.34km,B=20m(4차로),교량 2개소/440m
총연장 L=3,110m

단지 조성 587.000㎡, 도로포장, 조경, 전기, 관로공 등
도로연장 L=13.9km, B=12-55m

2016.11 - 2017.06

2016.06 - 2017.12

2016.04 - 2019.04
2015.07 - 2019.11

2015.04 - 2019.06
2015.04 - 2019.06
2015.02 - 2018.01
2014.11 - 2020.05
2014.08 - 2019.01
2014.01 - 2017.12

2013.11 - 2017.11

2012.06 - 2018.01
2012.04 - 2017.12
2012.03 - 2017.03

2011.11 - 2016.11

2011.05 - 2014.06

2011.05 - 2013.04
2010.12 - 2016.11

2010.12 - 2013.12

2010.12 - 2013.05
2010.12 - 2012.12
2010.07 - 2015.12
2010.07 - 2013.02

2010.06 - 2011.12
2010.02 - 2013.07

2010.02 - 2012.08
2010.02 - 2011.12
2010.01 - 2018.12

2009.12 - 2012.02
2009.11 - 2013.05
2009.11 - 2012.01

2009.10 - 2012.07

2009.10 - 2012.03
2009.10 - 2011.12

2009.08 - 2013.08
2009.07 -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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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저동항 보강

경북 울릉군

북방파제 보강 309m, 남방파제 보강 530m

2009.04 - 2015.03

울산-포항 간 복선전철 노반신설(4공구)
진주-광양 간 복선화 노반신설(4공구)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4공구)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하부공 축조(1공구)
구조라항 방파제 및 친수공간 조성
통영항 해경부두 축조

분당선 왕십리-선릉 간 복선전철 노반신설(4공구)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1공구)
광전IC-의정부 간 도로확장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동부간선도로 확장(2공구)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2공구)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3공구)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2공구)
서측안벽 매립 및 부지 조성

광주 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여주 세라지오 골프장(토목)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
남양주 자연형 하천(1공구)

파주운정 (2)단계 택지개발사업(5공구)

군산공장 물양장 축조 및 진입도로 개설
갈마산 절개

서천 연안정비사업

묵호 준설토투기장

성남판교 국지도 57호선 확장공사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기타 공사

대구광역시 대로2-44호선 교량 신설공사
홍원항 다기능 어항 건설공사
동강대교

염포부두 조성

동두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상패 간 1공구)
하동-평사리 간 국도

양산물금지구 지구외 연결도로(대로 1-5호선, ICD 연결도로)
세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고속국도 제10호선 장흥-광양 간(6공구)
송도 1공구 기반시설(1-2공구)
궁촌항 개발사업

경북 경주시

경남 하동군
충남 당진군
인천광역시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 의정부시
경기 수원시
서울특별시

충남 당진군

경기 양주시
서울특별시

전남 영암군

L=6.375km

단지 조성 1,739,000㎡

접안시설 : 850m, 호안 476m

남방파제 70m, 북방파제 160m, 항만 친수시설 387m

접안시설 : 216m, 방파제 125m, 부지매립 및 포장공사 등
총연장 L=1.46km, NATM 터널=1,178m, 정거장 1개소

도로 L=7.56km, B=20m(4차로), 교량 1,832m/11개소, 교차로4개소
연장 L=3.74km, B=35m(6차로)

L= 12.5km, 확장 4차로, 총 6-8차로
도로연장 L=3.2km, 성토=21,757㎥
단지 조성 L=1,283,321㎡
단지 조성 1,928,711㎡

도로 확장공사 : 연장 L=3.2km, 지하차도 L=2.99km, 옹벽 1.6km

현대삼호중공업 내 서측부지 57,000㎡매립, 안벽 140m, 호안 367m 조성

단지 조성 621,550㎡

경기 여주시

홀 조성공사(18홀, 1,005,421㎡)

전남 광양시
경기 평택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파주시
전북 군산시

단지 조성 868,000㎡

도로 L=42.6km, B=23.4-30.6m

용암천 조성 L=4.4km, 특수구조물 설치 20개소

단지 조성 2,362,628㎡(배수 및 포장공사 등 포함)

물양장 L=60m, B=50m, 배후부지 L=45m, B=25m, 도로 L=455m, B=25m

전남 목포시

총 215×90m, 사면 녹화공사

강원 동해시

호안 축조 : 460m, 친수호안 : 165m

충남 서천군

경기 의왕-성남
제주 제주시
대구광역시

충남 서천군

강원 영월군
울산광역시

경기 동두천시
경남 하동군
경남 양산시
대구광역시

전남 보성군
인천광역시

강원 삼척시

친수호안 : 1,854m, 진입로 : 4개소

도로 L=5.84km, B=35m(6→8차로)

본포장 L=90m, B=45m 2개소, 연결 및 고속탈출 유도로 L=1,514m, B=45m, 4개소
교량 L=410m, B=30m

마리나 방파제 180m, 마리나 선양장 100m, 친수호안 281m, 낚시잔교 100m
교량 L=440m, B=22.9m

철재부두 L=240m, 일반부두 L=240m
도로 L=6.2km, B=20m

도로 L=8.61km 확장, B=18.5-23m
도로 L=2.37km, B=20-35m
대지면적 438,547㎡

도로 L=11.28km, B=23.4m

도로 L=9.183km, B=20-35m 및 기반시설
방파제 L=483m, 호안 L=162m

2009.04 - 2018.12
2009.04 - 2014.04

2009.04 - 2013.02
2009.04 - 2012.10
2009.03 - 2016.03

2009.03 - 2011.12
2009.03 - 2011.12
2009.02 - 2017.12

2009.02 - 2012.02
2009.01 - 2012.12

2008.12 - 2012.12

2008.12 - 2012.04
2008.12 - 2011.12

2008.12 - 2019.12

2008.09 - 2011.06
2008.08 - 2011.08

2008.06 - 2012.05
2008.05 - 2011.05

2008.03 - 2013.03

2008.03 - 2012.06
2008.03 - 2011.12

2008.03 - 2008.06
2008.02 - 2010.04
2007.12 - 2012.12
2007.12 - 2011.12
2007.11 - 2011.12
2007.10 - 2011.03

2007.10 - 2009.10

2007.09 - 2012.09

2007.06 - 2009.05

2007.04 - 2008.07
2007.03 - 2014.01

2007.03 - 2013.12
2007.03 - 2010.07

2007.02 - 2011.06

2006.12 - 2012.04
2006.11 - 2009.03

2006.08 - 2012.04

해양2공장 1500톤 G/C, 40톤 J/C Rail 연장 및 도로확보, 준설

울산광역시

1,500톤 G/C(350m×2열), 40톤 J/C(330m×2열)

2006.08 - 2007.09

제주 묘산봉 세인트 포 골프장(토목)

제주 제주시

홀 조성공사(36홀, 1,737,000㎡)

2006.05 - 2008.05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부지 조성(지반개량)
광주 수완택지지구 특수구조물 교량
군장신항만 남방파제 축조
평창-정선 간 도로(2공구)

고속국도 제451호선 성서-옥포 간 확장(1공구)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포항 영일만신항

수인선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

경기 평택시
광주광역시

전북 군산시

강원 평창군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경북 포항시
인천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2009.06 - 2014.11

학의JCT-과천 간 도로 확포장

경기 의왕시

2009.05 - 2012.01

L=6.775km 교량5개소/2,245m, 터널4개소/5,191m

광주광역시

수원-인천 간 복선전철 제5공구(연수-남부 간) 노반신설

2009.06 - 2013.11

주요 프로젝트 리스트

공사명

2009.06 - 2017.12

2009.06 - 2015.06

CHAPTER 4

분당선 왕십리-선릉 간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B, C계류장지역 시설공사(2A-6공구)
광주 제2순환도로(4구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지 조성 1,606,000㎡, 수로 준설 2,220,000㎥
교량 8개소(차도교 5개소, 보도교 3개소)
방파제 L=850m 및 친수 경관시설
도로 L=10.80km, B=11.5-20.0m

도로 L=3.86km, B=37.8-51.6m 및 IC 2개소
단지 조성 511,084㎡

안벽 L=1,000m(2만 톤급×4선석)

토공 413m, 본선BOX 및 램프 3,496m, 정거장 3개소(송도정거장,학익정거장,용현정거장)
터널(NATM) 679m, 철도덮개구조물 2단계 126m
총연장 L=5.819km 및 정거장 2개소
총연장 L=2.385km 및 정거장 1개소
도로 L=4.08km 확장, B=23-37m
계류장 546,248㎡

도로 L=3.75km, B=27m

2006.05 - 2009.08
2006.04 - 2007.08

2006.03 - 2008.12
2006.01 - 2013.04
2005.12 - 2011.04
2005.11 - 2010.11

2005.08 - 2009.08
2005.06 - 2018.06
2005.06 - 2014.06
2004.10 - 2011.12

2004.08 - 2008.11

2004.08 - 2008.06
2004.05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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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주요 프로젝트 리스트

공사명

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괴산-연풍 간 도로(2공구)

충북 괴산군

도로 L=8.63km, B=20m

2003.04 - 2009.01

포항신항 호안부두 개축

경북 포항시

케이슨 안벽 242m, 콘크리트 블록 158개, 준설 70,000㎥

2003.04 - 2006.04

목포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삼향-청호 간)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9, 10번 선석) 축조
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춘포 간)
집현-생비량 간 국도 확장

호남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노반신설

김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농소-어모 간)
영월-정양 간 도로 확포장

제주공항 착륙대 확장 및 기타

평택항 동부두(6, 7, 8번 선석) 축조
남양주 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
목포 신외항 다목적 부두
울진공항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대구 서부화물역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구미 간(9공구)
광양항 2단계 준설(1, 2차)
목포남항 호안 축조
아산항 수로 준설

아산항(2단계 개발사업) 외곽 호안 축조
광주도시철도 1호선(1-6공구)

부산지하철 2호선금곡-율리역 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계류장 시설공사(A-5공구)

인천국제공항 제1활주로지역 남측토목시설(A-2공구)
아산항 호안 축조

광양 국가산업단지 시멘트 하역부두 및 공장부지 조성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서천 간(1공구)

여천공단 국가공업단지 확장단지 조성(1공구)
IAT/BHS 터널구조물 시설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증설
한보 B지구 준설

삼호조선소 증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신축(파일 및 영구배수 공사)
고대·부곡지구 진입도로 축조 및 포장
물금-구포 간 철도이설 노반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기초 굴토
목포공항 시설 보완

서해안고속도로 송악-당진 간
마산 시멘트 유통기지
양산ICD 인입철도

경부고속철도 노반신설 및 기타(3공구)
아산 공업용 수도사업 시설(2,3공구)
문경-수안보 간 도로 4차선

서해안고속도로 서천-군산 간(11공구) 충남

서해안고속도로 서천-군산 간(12공구) 충남
부산 해운대지하철(2-2공구)

분당 지하차도 및 도로 확포장

인천국제공항 준설 및 매립(4-2공구, 2차)
경부고속철도 노반신설(4-1공구)

부산지하철 2호선(201, 202공구)
분당 택지개발
옥계항만

전남 무안군

경기 평택시

전북 전주시
경남 진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김천시

강원 영월군

제주 제주시
경기 평택시

경기 남양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울진군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북 문경시
전남광역시

전남 목포시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충남 당진군
전남 여천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충남 당진군
전남 영암군
인천광역시

충남 당진군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남 영암군

충남 당진군
경남 창원시
경남 양산시

경기 평택시

충남 당진군

경북 문경-수안보
충남 서천군

충남 서천-군산
부산광역시

경기 성남시
인천광역시

충남 아산시
부산광역시

경기 성남시

강원 강릉시

도로 L=8.0km, B=23.4m

안벽 L=800m(3만 톤급×1선석, 5만 톤급×1선석)
도로 L=7.6km, B=20m

도로 L=7.82km, B=20m

총연장 L=3.75km 및 정거장 1개소
도로 L=12.98km, B=20m

도로 L=6.24km, B=18.5m

착륙대 확장(3,120×225m→3,120×300m)

안벽 L=800m(3만 톤급×1선석, 5만 톤급×2선석)
택지 조성 1,088,000㎡

안벽 L=750m(5만 톤급×2선석, 3만 톤급×1선석)
계류장 10,920㎡

도로 L=3.750km, B=40m
대지면적 1,300㎡, B1-2F
도로 L=7.5km, B=24m
준설 6,105,900㎥

호안 L=1,680m(직립식 1,055m, 경사식 625m)
수로 준설 6,187,000㎥

호안 L=5,118m 및 수문 1개소

총연장 L=1.575km 및 정거장 2개소
총연장 L=185m 및 정거장 1개소
계류장 2,309,248㎡

콘크리트 포장 216,000㎡
호안 L=3,640m

안벽 L=930m(1만 톤급×5선석, 5000 톤급×1선석)
도로 L=12.2km, B=24m

준설 및 매립 23,300,000㎥

강관파일(L=63,680m), 어스 앵커(L=64,778m)
잔교식 안벽 L=240m

준설 1,400,000㎥, 수중 폭파 3,120,000㎥

개발산업단지 2,920,000㎡, 안벽 L=2,200m, 호안 1,600m
강관파일(D610×12t:74,000m, D410×12t:151,000m)
도로 L=16.6km, B=20m

총연장 L=4.8km 및 정거장 1개소

토공 1,600,000㎥, 강관파일(L=180,000m), 어스 앵커(L=89,000m)
활주로 포장 11,000㎡, 준설 355,000㎥
도로 L=7.211km, B=30m

부지면적 18,865㎡, 안벽(2만 톤급×1선석)
총연장 L=4.5km 및 조차장 1개소
총연장 L=18.8km

펌프중계소(용량 211,000㎥/일), 파이프 설치(L=63.502km)
도로 L=7.4km, B=20m

도로 L=4.0km, B=23m

도로 L=7.4km, B=24.4m

총연장 L=228m(콘크리트 터널)

도로 L=1.505km(평면 105m, U자형 503m, 지하도 897m)
준설매립 9,465,000㎥

총연장 L=10.360km 정거장 1개소
총연장 L=4.12km 정거장 1개소
택지 조성 1,090,000㎡

안벽 L=750m(5만 톤급×1선석, 2만 톤급×1선석, 1만 톤급×1선석)

2004.02 - 2012.12

2003.04 - 2007.08
2002.12 - 2010.12
2002.12 - 2010.12

2002.11 - 2005.06
2002.10 - 2013.12

2002.03 - 2010.04

2001.10 - 2004.12

2001.08 - 2008.09
2001.03 - 2008.02
2001.01 - 2004.05

2000.12 - 2010.06

2000.09 - 2004.08
2000.06 - 2002.06
1999.10 - 2004.12

1999.03 - 1999.12
1998.10 - 2003.12

1998.10 - 1999.06

1998.07 - 2002.12
1997.07 - 2001.10

1997.06 - 1998.10

1997.05 - 2000.11

1996.12 - 1999.12

1996.12 - 1998.08
1996.10 - 2003.03
1996.10 - 2001.01

1996.09 - 2001.09

1996.08 - 1998.12
1996.08 - 1998.11

1996.08 - 1998.08
1996.08 - 1996.10
1996.05 - 1997.10

1995.12 - 2002.07

1995.12 - 1999.09

1995.12 - 1998.12
1995.12 - 1997.11

1995.08 - 1998.12
1995.07 - 1996.12
1995.02 - 2005.10

1994.12 - 2000.12
1994.12 -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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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공사기간

서울대 시흥 스마트캠퍼스

경기 시흥시

대지면적 612,422㎡, 교육연구 및 의료복합시설

2019.02 - 2020.12

신사동 504 복합개발사업
동탄물류단지 C블록

삼성전자 평택 주차빌딩

삼성전자DS부분 Retrofit 개보수공사
삼원특수지 중곡동 사옥

한라홀딩스 세종물류센터

오뚜기 중앙연구소 증축 및 리모델링
동탄물류단지 D2블럭

삼성전자 H3 자원순환센터
현대백화점그룹 신사옥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천안 신축사옥

묘산봉 관광지내 세인트포 카운티(콘도) 리모델링
㈜호텔신라 부설주차장

수원~한대앞간 전차선로

H-PROJECT 리모델링 및 증축
Tower730 쿠팡 인테리어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내 숙박시설
16-공-00수용시설
송도4초

만도 울산 물류센터 지진피해복구
오라카이 서초 광광호텔
동탄물류단지 A,B블록

네이버 이매동 어린이집

한양대 서울캠퍼스 제5생활관 행복(공공)기숙사
육군 춘천 관사 및 간부숙소(BTL)
자동차안전연구지원센터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전기
숭실대학교 생활문화관외 2개 건물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

한림대학교 다목적센터 신축공사

NHN엔터테인먼트 주차장 복합건물
만도 울산 HUB센터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Tower730

한라비스테온공조 풍동실험실
현대 마이스터고 기숙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관 증축
현대백화점 판교점
한라 인재개발원

1993.05 - 2000.03
1991.12 - 1996.06
1991.09 - 1993.12

1989.04 - 1993.01

서울특별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경기 화성시,
경기 용인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
자치시

경기 안양시

경기 화성시
경기 화성시
서울특별시

충남 아산시

제주 제주시
서울특별시

경기 수원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제주 서귀포시
경남 사천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 화성시

경기도 성남시
서울특별시

강원 춘천시
경기 화성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춘천시
경기 성남시
울산광역시

경기 평택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 성남시

경기도 용인시

연면적 130,115㎡, B1~5F, 판매시설
연면적 34,951㎡, B5-15F, 업무시설

연면적 110,424.00㎡, B2-4F, 물류센터
연면적 125,007.32㎡, B1-6F, 주차장
연간공사, 노후화시설 개보수공사

연면적 20,388.66㎡, B6-14F, 업무시설
연면적 42,796.00㎡, B1-1F, 물류센터

연면적 22,771.90㎡, B3-9F,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5,976.69㎡, B1-4F, 물류센터
연면적 5,224.71㎡, B1-2F

연면적 28,745.76㎡, B6-14F, 업무시설

연면적 29,234.16㎡, B6-14F, 업무시설
13세대, 숙박시설

연면적 10,300.39㎡, B1-8F, 주차장
전차선 신설

연면적 10,992.20㎡, B3-5F, 판매시설 리모델링

연면적 31,355.58㎡, 8-11F, 14-26F, 업무시설 인테리어
연면적 23,825.81㎡, 2F, 95개동(138실), 숙박시설
연면적 73,918.00㎡, 군시설

연면적 14,957.20㎡, B1-5F, 교육연구시설
시설물 복구공사

연면적 20,145.661㎡, B3-5F, 호텔
연면적 627,763.00㎡, 물류센터

연면적 5,356.44㎡, B2-3F, 노유자시설

연면적 9,561.00㎡, B1-12F, 교육연구시설

아파트 500세대, 21,739평 / 간부숙소 500실
연면적 1,473.71㎡, 2F, 교육연구시설
터미널 전기공사

연면적 7,668.17㎡, B1-4F, 교육연구시설 리모델링
연면적 139,042.61㎡, B3-3F, 판매시설

연면적 6,805.88㎡, B1-5F,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13,798.69㎡, B2-6F,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연면적 10,838.07㎡, 1-2F, 물류센터
연면적 34,242.40㎡, 2F, 군시설

연면적 80,673㎡, B4-27F, 업무시설
연면적 4,600.45㎡, B1-3F, 공장

연면적 6,069.08㎡, B1-9F,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88,756.97㎡, B2-9F, 의료시설

연면적 237,090.9㎡, B7-13F,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방송통신시설
연면적 20,561.21㎡, B2-4F, 교육연구시설

2019.04 - 2020.12
2018.11 - 2021.02

2018.10 - 2020.09
2018.07 - 2019.11

2018.06 - 2019.12

2018.04 - 2020.09
2018.04 - 2018.12
2018.03 - 2020.02
2018.03 - 2018.11

2018.03 - 2018.07
2017.12 - 2020.01

2017.03 - 2018.08
2017.02 - 2017.04

2017.02 - 2019.06

2017.02 - 2019.04
2017.02 - 2017.07

2017.02 - 2017.03

2016.12 - 2018.09
2016.12 - 2018.08
2016.12 - 2018.01
2016.12 - 2017.03

2016.08 - 2018.01

2016.03 - 2018.12
2016.02 - 2017.01

2015.07 - 2017.01

2015.06 - 2017.10

2015.03 - 2015.08
2015.01 - 2017.09

2014.11 - 2015.02
2014.10 - 2016.04

2014.09 - 2015.11

2014.09 - 2015.07
2014.07 - 2015.03
2014.05 - 2017.06
2014.04 - 2017.02

2014.04 - 2015.05

2014.04 - 2015.04
2013.03 - 2014.03

2013.01 - 2015.07

2012.12 - 2013.11

경기 포천시

아파트 1,157세대, 간부숙소 1,758실

2012.10 - 2015.12

풀무원 로하스아카데미

충북 괴산군

연면적 3251.19㎡, B1-2F, 교육연구시설

2012.08 - 2013.10

육군 포천 병영시설(BTL)

1993.12 - 1997.11

경기 남양주

육군 포천∙운천∙연천∙관사 및 간부숙소(BTL)

1994.10 - 1998.10

1994.06 - 1996.10

주요 프로젝트 리스트

위치

다산신도시 현대아울렛

세스코 사옥

1994.09 - 1996.05

CHAPTER 4

공사명

1994.12 - 1998.10
1994.10 - 19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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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2

육군 이천 관사 및 간부숙소(BTL)
윌로펌프㈜ 부산공장

지난중외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삼송4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이화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남동발전 사옥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개보수
블랙야크 용인물류센터

서울특별시

경기 포천시

강원도 원주시
경기 이천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중구
경남 진주시
서울특별시

경기 용인시

연면적 24,240.54㎡, B6-12F, 업무시설
병영시설 9개동, 50실

연면적 3,685.67㎡, B1-3F, 교육연구시설
아파트 420세대, 간부숙소 150실

연면적 31,890.00㎡, B1-4F, 공장

연면적 34,483.20㎡, B1-5F, 3개학교,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6,011.01㎡, B1-5F, 5개학교,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7,767.92㎡, B1-7F,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22,825.88㎡, B1-17F, 업무시설

연면적 31,566.42㎡, B1F, 판매시설 리모델링
연면적 29,942.98㎡, B4-4F, 물류센터

2012.10 - 2014.07

2012.07 - 2014.05

2012.06 - 2012.12
2012.04 - 2014.12

2012.04 - 2012.12
2012.03 - 2013.01
2012.03 - 2013.01

2012.02 - 2013.04
2011.11 - 2014.01

2011.11 - 2012.06
2011.11 -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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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만도브로제 송도공장

인천광역시

연면적 19,718.00㎡, 1F, 공장

2011.08 - 2012.04

조선 도장공장

현대중공업 굴삭기 유압 기능품
현대해상 부산사옥 신축
만도-헬라 공장 증축
만도중앙연구소

서울숲 한라에코밸리

SIMPAC METAL 전기로 당진공장
한라 하이힐 복합건물
오산 물류창고
세종골프클럽

원마운트 스포츠몰

한라 프린팅밸리 지식산업센터
여주 세라지오 골프장(건축)
동주 지식산업센터
구미 지식산업센터
마포 KPX빌딩
평택물류창고

만도-헬라 송도공장

성수동 한라시그마밸리
현대백화점 대구점

성남 상대원동 한라시그마밸리
등촌동 아울렛

한라대학교 기숙사 확장
정동빌딩 증축

현대삼호중공업 사무동 리모델링 및 증축
현대중공업 중조립 및 도장공장
대불 제2공장

한라스택폴공장

국도테크노타운 빌딩
삼호 판넬 2공장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신축

현대중공업 플랜트별관 신축 외
현대삼호중공업 자재창고 신축
고속철도 신경주역사
울산과학기술대

현대중공업 가공관 증축 외

현대중공업 해양 중조립 공장
현대중공업 엔진별관

현대중공업 고압차단기 공장

현대삼호중공업 대불 제1공장
현대중공업 소중조공장

IT캐슬 2차 지식산업센터
한국학술정보(주) 공장

현대삼호중공업 산기도장 공장
한라대학교 기숙사

현대중공업 해양판넬 공장

현대중공업 회전기출고 공장

제주 묘산봉 세인트 포 골프장(건축)
울산 W-CENTER

현대삼호중공업 외업관

현대미포조선 신관 및 6, 7현사
동성로 복합빌딩

현대미포조선 사무동

원주시외버스터미널 강원

울산광역시
경북 경주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 성남시
서울특별시

충남 당진군
서울특별시

경기 오산시

충남 연기군
경기 고양시
부산광역시

경기 여주시
서울특별시

경북 구미시
서울특별시

경기 평택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 성남시
서울특별시

강원 원주시
서울특별시

전남 목포시
울산광역시

전남 영암군

충북 청원군
서울특별시

전남 목포시

전북 군산시
울산광역시

전남 영암군

경북 경주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남 영암군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 파주시
전남 영암군

강원 원주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 제주시
울산광역시

전남 영암군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 원주시

연면적 9,874.73㎡, 1F, 공장

연면적 9,552㎡, 공장 1개 동 및 주변 부속건물 7개 동 신축
연면적 26,341.48㎡, B5-15F
연면적 26,262㎡ B1-3F

연면적 56,690㎡, B3-9F

연면적 20,765.77㎡, B4-13F

연면적 22,100.78㎡, B1-5F , 전기로 및 정련로동 외 15개 동
연면적 99,995.74㎡, B5-20F

연면적 200,466.06㎡, B2-8F

연면적 1,042,433㎡, 대중 골프코스 18홀 조성 및 클럽하우스 등 건축
연면적 161,602.87㎡, B2-9F
연면적 29,102㎡, B3-20F

연면적 8,785㎡, B1-2F, 클럽하우스 1동, 티하우스 2동, 경비실, 창고 2동 등
연면적 24,102㎡, B3-15F

연면적 56,959㎡, B2-11F

연면적 19,809.27㎡, B4-18F

연면적 43,960.81㎡, B1-3F, A : 냉동·냉장창고 B : 사무동
연면적 15,339㎡, 자동차 전자 부품 설계 및 생산 공장
연면적 33,965㎡, B5-15F

연면적 118,165㎡, B6-10F
연면적 58,877㎡, B4-20F

연면적 38,254.77㎡, B6-8F
연면적 2,782㎡, B1-5F

연면적 39,343.15㎡, 신축 B5-11F, 리모델링 B1-20F

연면적 32,811㎡, 지상 4층 → 지상 6층 증축 및 리모델링
연면적 32,474㎡

연면적 45,992㎡, 1-3bay 리모델링, 4bay 증축
연면적 19,107㎡, 자동차 소결 부품 생산 공장
연면적 74,339㎡, B3-20F
연면적 25,025㎡

연면적 110,154㎡, 강재 적치장 외 공장 신축

연면적 33,587㎡, 의장공장, 플랜트 공장, 도장공장 외 신축
연면적 8,784㎡, 자재창고 및 사무동 신축

연면적 312,750.3㎡, B1-2F, 한국고속철도 신경주역사 신축
연면적 153,689㎡, 임대형 민자사업

연면적 8,545㎡, 생산기술관·식당동·가공관·사무동 증축

연면적 18,791㎡, 중조립공장 및 옥외작업장 신축, 도장공장 증축

연면적 8,699㎡, B1-7F, 별관동 신축, LPG 저장시설 및 정화조 이설
연면적 7,874㎡, 고압차단기 공장 및 사상장 증축, 기타 부대공사
연면적 15,677㎡, 사무동(3F)+조립공장(1F) 신축공사 외
연면적 8,033㎡, 소중조공장 증축
연면적 18,316.78㎡, B3-20F

연면적 3,692.587㎡, B1-3F, 출판사 공장 및 사무동 신축
연면적 3,121㎡, 1F, 산기도장공장 개조 증축

연면적 6,148㎡, B1-5F, 기숙사 및 관리동 신축

연면적 8,552㎡, 판넬 공장 신축, 조립공장 및 소조립공장 개조
연면적 2,072㎡, 회전기 공장 신축

연면적 24,737.49㎡, 골프텔과 클럽하우스 외 골프장 부대건물 신축
연면적 12,224.44㎡, B4-15F, 판매 및 클리닉센터 신축
연면적 9,424.7㎡, B1-5F, 외업관 신축

연면적 3,448㎡, 미포조선 6현사 증축, 7현사 철거, 정화조 신축
연면적 37,233.70㎡, B3-9F, 판매 및 문화시설 신축
연면적 8,156㎡, 미포조선 신관 신축

연면적 68,118.91㎡, 판매·문화·주차장 시설 신축

2011.09 - 2012.05
2011.03 - 2011.09

2011.02 - 2013.05
2011.01 - 2011.08

2011.01 - 2012.08

2010.12 - 2012.09
2010.12 - 2011.10

2010.09 - 2013.02
2010.09 - 2012.10

2010.06 - 2011.12

2010.05 - 2013.02
2010.05 - 2012.07

2010.05 - 2011.04
2010.03 - 2011.10

2009.12 - 2011.07
2009.10 - 2011.08

2009.04 - 2010.08

2009.03 - 2009.08
2009.02 - 2011.02
2009.01 - 2011.07

2008.11 - 2010.10

2008.08 - 2010.04

2008.08 - 2009.02
2008.07 - 2010.05

2008.06 - 2009.02

2008.05 - 2009.04
2008.05 - 2009.03

2008.04 - 2008.10
2008.02 - 2009.11

2008.02 - 2009.03
2007.10 - 2008.04

2007.09 - 2008.07
2007.09 - 2008.01
2007.08 - 2011.01

2007.08 - 2010.12

2007.07 - 2008.04

2007.06 - 2008.04
2007.05 - 2008.01
2007.05 - 2007.12

2007.04 - 2007.12
2007.04 - 2007.10

2007.03 - 2008.10
2007.03 - 2007.09

2007.02 - 2007.06

2006.11 - 2008.01
2006.10 - 2007.07

2006.06 - 2006.10

2006.05 - 2008.05
2006.05 - 2007.06

2006.03 - 2006.09
2006.01 - 2006.07
2005.11 - 2007.08

2005.10 - 2006.03
2005.05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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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KT 대구사옥

대구광역시

연면적 28,674.32㎡, B6-10F

2002.07 - 2005.02

웨스턴돔

광주지하철 역사
대한법조타운

부산지하철 동원역사
부산지하철 화명역사

만도기계 천안물류센터
원주연수원 신축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사

대산 현대석유화학 건축공사

부산지하철 율리역사(202공구)
부산지하철 금곡역사(201공구)
목포 현대호텔

삼호공단 복지시설

한라공과대학교 실습실
만도정밀기계 공장
청원 캄코 기숙사
삼호공단(건축)

이리 쇼바플랜트 공장
서울 세명빌딩

아산 공조연구소

서울 충정로 오피스빌딩
한라대학교

인천 접안시설(건축)
가락동 빌딩

대전 정주 오피스빌딩
여주직업훈련원
여주대학 신축

아산 공조공장

덕소 만도중앙연구소
군포 만도기계

HOUSING

경기 고양시
광주광역시

경기 안산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충남 천안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충남 서산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남 영암군
전남 영암군

강원 원주시
대전광역시

충북 청원군
전남 영암군

전북 익산시
서울특별시

충남 아산시
서울특별시

강원 원주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 여주군
경기 여주군

충남 아산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군포시

연면적 120,170.46㎡, B2-10F, 업무 및 판매·문화시설 신축
연면적 12,930㎡, 화정역(B3F), 쌍촌역(B2F) 신축
B1-9F, 업무 및 주차빌딩 신축

연면적 4,179㎡, B1-1F 역사 신축

연면적 2,469㎡, 2층 역사 및 여객홀 신축
저장창고, 사무실, 물류 및 수리시설 신축

연면적 16,692㎡, 6개 동, 복지동·생활관·체육관·기타 부대시설 신축
연면적 34,771.91㎡, B1-4F, 고속철도역사 신축

연면적 7,613.3㎡, Control 빌딩 외 각종 Shelter 다수 신축
연면적 8,375㎡, 대합실·지하통로·환기장치 등
연면적 5,126㎡, 대합실·지하통로·환기장치 등

연면적 28,816.60㎡, B2-10F, 208실, 연회장 4개 등 호텔 신축
연면적 18,985㎡, B1-4F, 쇼핑·문화체육·의료·위락시설 신축
연면적 6,634㎡, 대학교 실습건물 증축

연면적 34,700㎡, 플랜트·오피스빌딩·R&D빌딩 신축
연면적 3,830㎡, B1-4F, 기숙사 건물 신축
부지 932,580㎡, S.R.C구조

연면적 49,389.27㎡, B1-3F, 플랜트 시설 및 오피스동 신축
연면적 4,641.69㎡, B2-10F, R.C구조, 업무시설 신축
연면적 6,496㎡, B1-3F, 연구소 건물 신축

연면적 15,484.89㎡, B4-8F, R.C구조, 판매 및 업무용 빌딩 신축

연면적 54,830㎡, 주건물(B1-9F), 기숙사(B1-3F) 학교 건물 신축
항만 준설 437,534㎥, 10개 통로 작업

연면적 9,860㎡, B2-11F, R.C구조, 업무용 빌딩 신축
연면적 7,311㎡, B3-9F, 상가건물
연면적 19,819㎡, 교육시설 신축

연면적 606,500㎡, 학교 건물 신축

부지 40,000㎡, S.R.C/R.C구조, 공조공장 신축

연면적 29,050㎡, 조경 40,543㎡, 연구소 건물 신축

B1-15F, 주차장 19,800㎡, 조경 987㎡, 업무용 빌딩 신축

2004.07 - 2007.02

2001.10 - 2003.12

2001.03 - 2002.06

1998.05 - 1999.04
1997.05 - 1999.02
1997.04 - 1997.12

1996.11 - 2002.02

1996.07 - 2004.03
1996.06 - 1997.09

1996.05 - 1998.06
1996.05 - 1998.05
1996.01 - 1998.08

1995.12 - 1998.03
1995.09 - 1995.11

1995.08 - 1996.10

1994.08 - 1995.06
1994.02 - 1995.12

1994.02 - 1995.04
1993.10 - 1995.07

1993.10 - 1994.04
1993.02 - 1995.01

1993.01 - 1995.02

1992.11 - 1995.04

1992.08 - 1994.05
1992.08 - 1993.11

1992.03 - 1993.02
1992.01 - 1992.12
1991.12 - 1993.10

1990.04 - 1992.09
1990.02 - 1991.08

공사명

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김해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경남 김해시

연면적 302,684㎡, B2-29F, 1개 동, 1,936세대

2018.12 - 2021.12

수원역역세권개발OT

속초조양동 생활형숙박시설
잠실 사보이 오피스텔

김해북부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당진수청지구 한라비발디

부평역 한라비발디 오피스텔
송도레지던스

한빛원자력 2단계 대체사택
위례 엘포트 한라비발디
하남 감일 7블록 아파트

울산송정한라비발디캠퍼스
광명소하 뉴스테이
여의도 오피스텔

은평뉴타운연립주택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

시흥배곧한라비발디캠퍼스 (3단지)
광교 오피스텔

파주 교하신도시 아파트(A21블록)

경기 수원시
강원 속초시
서울 송파구
경남 김해시

충남 당진시

인천 부평구

인천 연수구
전남 영광군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울산광역시

경기 광명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경기 시흥시

경기 용인시

경기 파주시

연면적 47,390㎡, B4-15F, 3개 동, 288(도생) / 234(OT) / 상가
연면적 41,546㎡, B4~20F, 3개동, 687실(생숙)

연면적 29,366㎡, B8-20F, 1개 동, 473실(OT) / 38실(상가)
연면적 48,367㎡, B1-28F, 5개 동, 396세대

연면적 116,429㎡, B2-27F, 7개 동, 839세대

연면적 74,084㎡, B7-27F, 1개 동, 1,012실(OT) / 53실(상가)

연면적 107,220㎡, B3-37F, 2개 동, 1,456실(생숙), 166실(상가)
연면적 22,710㎡, B1-15F, 5개 동, 120세대
연면적 50,482㎡, B8-20F, 1개 동, 412실

연면적 142,744.73㎡, B2-29F, 8개 동, 934세대
연면적 100,659㎡, B1-25F, 6개 동, 676세대
연면적 57,472㎡, B4-10F, 1개 동, 420실
연면적 29,374㎡, B7-16F, 1개 동, 410실

연면적 33,646㎡, B1-4F, 12개 동, 220세대
연면적 32,605㎡, B2-14F, 4개 동, 199세대

연면적 219,748㎡, B2-40F, 6개 동, 1,304세대
연면적 29,981㎡, B2-8F, 1개 동, 196실

연면적 98,750.63㎡, B1-25F, 8개 동, 1,700세대

2019.03 - 2021.06
2018.11 - 2021.08

2018.07 - 2021.04
2018.06 - 2020.11
2018.06 - 2018.11

2018.05 - 2021.04
2017.11 - 2021.01

2017.03 - 2018-11
2017.02 - 2019.12

2016.10 - 2019.05
2016.10 - 2019.02

2016.09 - 2018.07
2016.08 - 2019.02
2016.02 - 2017.07

2015.12 - 2018.01

2015.11 - 2018.09
2015.09 - 2016.12
2015.08 -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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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김해 진영2 아파트(B6 블록)

경남 김해시

연면적 107,775.43㎡, B1-28F, 9개 동, 1,696세대

2014.12 - 2017.04

시흥배곧한라비발디캠퍼스 (2단지)
송도 오네스타

시흥배곧한라비발디캠퍼스 (1단지)
서울 가좌 행복주택
도곡동 한라비발디

구리 갈매 아파트(B1 블록)
대구 북죽곡 한라비발디

강남지구 오피스텔 (7-15블럭)

은평뉴타운 아파트(3지구 12단지)
평택 소사벌 아파트(B3 블록)
경남 혁신 아파트(A5 블록)
원주 한라비발디 2차

여수 웅천 아파트 (2단지)

12-본-해-27 간부숙소(평택)

강원 원주혁신 아파트(B3 블록)
남양주 별내 아파트(A1-3 블록)
신월성 직원사택 신축공사
전주 송천 한라비발디

강남 한라비발디 스튜디오193
송파 위례 아파트(A1-8 블록)
여수 웅천 아파트(1단지)

김포 한강신도시 한라비발디(Ac-12블록)
청주 용정지구 한라비발디
화성 조암 한라비발디

파주 운정신도시 한라비발디(A6블록)

파주 운정신도시 한라비발디(A22블록)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A44블록)
대전 노은 아파트(A4블록)
창원 봉림 아파트(B블록)

도안신도시 한라비발디(14블록)

인천 청라지구 한라비발디(A6블록)
도안신도시 한라비발디(3블록)
화성 동탄 오피스텔

여수 웅천 아파트(3단지)

파주 운정신도시 벽산한라아파트(A2블록)
천안 용곡 한라비발디
왕십리 지웰 아파트

남양주 진접지구 아파트(10블록)
천안 신방통정지구 한라비발디

원주 우산동 한라비발디(1단지)
청주 지웰시티(1블록)
당진 원당 한라비발디

파주 운정신도시 한라비발디(A15블록)
군산 수송지구 한라비발디

화성 향남지구 아파트(12블록)
청주 강서지구 한라비발디

목포 옥암지구 한라비발디
김포 장기지구 아파트

충주 목행동 한라비발디
김해 구산동 한라비발디

서산 동문동 한라비발디

충북 증평지구 한라비발디
아산 배방 한라비발디

신촌 코업레지던스 오피스텔

경기 시흥시
인천광역시

경기 시흥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경기 구리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경기 평택시
경남 진주시

강원 원주시
전남 여수시

경기 평택시

강원 원주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경주시
전북 전주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남 여수시

경기 김포시

충북 청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파주시
경기 파주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남 창원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화성시
전남 여수시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시
서울특별시

경기 남양주시
충남 천안시

강원 원주시

청주시 연면적
충남 당진군

경기 파주시
전북 군산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전남 목포시

경기 김포시

충북 충주시
경남 김해시
충남 서산시

충북 증평군
충남 아산시
서울 마포구

연면적 449,886㎡, B2-40F, 12개 동, 2,695세대
연면적 59,588㎡, B4-25F, 1개 동, 468실

연면적 450,726㎡, B2-40F, 12개 동, 2,701세대
연면적 26,588.44㎡, B2-29F, 1개 동, 362세대
연면적 21,131㎡, B2-20F, 1개 동, 110세대

연면적 158,511.23㎡, B2-29F, 14개 동, 1,075세대
연면적 171,033㎡, B3-33F, 9개 동, 1,204세대
연면적 40,937㎡, B6-10F, 2개 동, 1,382세대

연면적 67,518.33㎡, B2-15F, 10개 동, 426세대

연면적 118,866.73㎡, B2-25F, 10개 동, 851세대
연면적 86,404.33㎡, B2-20F, 7개 동, 600세대
연면적 99,905㎡, B3-18F, 11개 동, 717세대
연면적 97,971㎡, B2-25F, 9개 동, 672세대
연면적 12,688.40㎡, B3-5F, 5개동

연면적 150,306.84㎡, B2-20F, 16개 동, 1,110세대
연면적 71,089.67㎡, B1-22F, 10개 동, 478세대
연면적 74,944㎡, B2-4F, 27개 동, 560세대

연면적 139,364㎡, B1-14F, 15개 동, 966세대
연면적 14,991㎡, B5-12F, 1개 동, 193세대

연면적 130,188.68㎡, B2-25F, 12개 동, 1,139세대
연면적 87,869㎡, B1-25F, 7개 동, 614세대

연면적 160,164.40㎡, B2-19F, 12개 동, 857세대

연면적 240,866.75㎡, B2-21~25F, 16개 동, 84-134㎡형 1,400세대
연면적 104,083.2515㎡, B1-18F, 11개 동, 59-125㎡형 635세대

연면적 164,059㎡, B2-18~20F, 12개 동, 59.97-197.36㎡형 978세대
연면적 151,543.49㎡, 82-164㎡형, 10개 동, 823세대

연면적 263,236㎡, B3-29~36F, 11개 동 , 101-204㎡형 1,365세대
연면적 48,373㎡, B1-10~15F, 7개 동, 624세대
연면적 87,155㎡, B2-12~15F, 9개 동, 507세대

연면적 142,582㎡, B2-17~25F, 12개 동, 885세대
연면적 216,016㎡, B2-16~25F, 12개 동, 992세대

연면적 166,318㎡, B3-15~28F, 11개 동, 752세대

연면적 63,066㎡, B6-12~35F, 2개 동, 사무실 및 근린시설
연면적 151,490㎡, B1-12~15F, 20개 동, 1,084세대

연면적 210,095㎡, B2-15~25F, 14개 동, 80-159㎡형 1,145세대

연면적 230,113㎡, B3-18~25F, 20개 동, 115-209㎡형 1,163세대
연면적 14,414.811㎡, B2-11F, 109-174㎡형 82세대

연면적 97,654㎡, B1-7~12F, 11개 동, 129-192㎡형 434세대
연면적 116,402㎡, B2-20F, 13개 동, 107-142㎡형 764세대
연면적 104,143㎡, B1-15F, 13개 동, 107-232㎡형 634세대
연면적 61,541㎡, B3-22F, 상가 219실

연면적 118,518㎡, B2-22F, 9개 동, 110-157㎡형 710세대

연면적 193,749㎡, B2-29F, 12개 동, 132-314㎡형 937세대

연면적 183,779㎡, B1-20F, 12개 동, 113-320㎡형 1,114세대
연면적 75,475㎡, B1-20F, 6개 동, 129-195㎡형 365세대
연면적 77,326㎡, B2-15F, 8개 동, 112-115㎡형 416세대

연면적 107,733㎡, B1-18F, 9개 동, 125-201㎡형 576세대
연면적 38,135㎡, B1-18F, 5개 동, 109㎡형 267세대

연면적 80,898㎡, B2-15F, 11개 동, 109㎡형 550세대

연면적 135,737㎡, B1-15F, 14개 동, 112-182㎡형 749세대

연면적 134,739㎡, B1-15F, 13개 동, 106-162㎡형 845세대
연면적 82,537㎡, B1-15F, 8개 동, 109-155㎡형 540세대

연면적 124,384㎡, B2-15F, 10개 동, 106-149㎡형 794세대
연면적 12,883㎡, B5-15F, 43-109㎡형 183세대

2015.05 - 2018.02
2014.12 - 2017.09
2014.10 - 2017.08

2014.06 - 2016.12
2014.01 - 2016.05

2013.07 - 2016.03
2013.05 - 2016.01
2012.10 - 2014.10

2012.07 - 2014.11

2012.06 - 2014.08
2012.06 - 2014.08

2012.06 - 2014.09
2012.05 - 2014.11
2012.01 - 2014.06

2011.11 - 2013.12
2011.11 - 2013.11

2011.10 - 2015.03

2011.08 - 2013.10

2011.08 - 2013.07

2011.06 - 2013.09
2011.06 - 2013.10

2011.03 - 2013.06
2010.10 - 2013.06
2010.10 - 2012.12

2010.04 - 2012.11

2009.10 - 2013.04
2009.10 - 2012.09
2009.10 - 2012.05
2009.07 - 2011.09
2009.05 - 2011.10

2009.04 - 2011.10

2008.09 - 2011.06

2008.06 - 2011.04
2008.05 - 2010.06
2007.12 - 2010.08
2007.11 - 2010.06

2007.11 - 2009.09
2007.11 - 2009.08

2007.04 - 2009.09

2007.04 - 2009.06
2007.03 - 2010.03

2007.03 - 2009.08

2006.11 - 2009.09

2006.07 - 2008.12

2006.06 - 2008.09

2006.04 - 2008.09
2006.04 - 2008.07

2006.04 - 2008.05
2005.10 - 2007.11

2005.07 - 2007.08

2004.12 - 2006.12
2004.10 - 2006.10

2004.07 - 2006.08
2004.07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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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8블록)

경기 용인시

연면적 109,009㎡, B1-27F, 10개 동, 129-192㎡형 590세대

2004.01 - 2006.08

충북 오창지구 한라비발디

수원 인계동 한라시그마팰리스
수원 권선동 한라비발디파크

용인 동백지구 한라비발디(C10-1블록)
남양주 호평 한라비발디

용인 구갈 2블록 한라비발디 아델70

용인 동백지구 한라비발디(C3-3블록)
용인 동백지구 한라비발디(C5-2블록)
의정부 한라비발디루트 주상복합

수원 송죽동 로얄팰리스 주상복합
화성 태안 아파트(8공구)
부산 전포동 한라비발디

수원 당수동 한라비발디(1단지)

수원 당수동 한라비발디(2단지)
강남 목화밀라트 오피스텔

부산 범천동 시그마타워 오피스텔
장항동 밀라트 오피스텔
고양 토당동 한라비발디

분당 서현동 시그마파크 오피스텔
파주 금촌 아파트
인천 삼산 아파트

용인 구갈 한라비발디(8블록)
화성 태안 아파트(1공구)

죽전 프로방스Ⅱ 아파트(35-1블록)
죽전 프로방스 아파트(33블록)

분당 야탑동 시그마Ⅲ 오피스텔
양재동 체르니 아파트

의정부 송산 한라비발디
부천 상동 한라비발디

일산 대화동 한라비발디
대전 노은 한라비발디

수원 천천2지구 한라비발디
서초동 그린빌 오피스텔
오산 누읍동 아파트

안양 박달동 한라비발디
파주 봉일천 한라비발디

분당 구미동 시그마Ⅱ 오피스텔
역삼동 한라 클래식 오피스텔
강릉 노암3차 한라아파트

김포 사우 택지지구 아파트

삼호공단 4블록 사원아파트
천안 신방동 한라아파트

도림동 연합주택조합 아파트
온양 모종동 아파트 재건축
남양주 2블록 공동주택

신탄진 만도기계 사원아파트
강릉 내곡동 한라아파트
대구 태전동 한라아파트

이리 만도기계 사원아파트
부산 금곡동 3차 아파트

부산 해운대 한라아파트
분당신도시 한라아파트
아산 만도 사원아파트
문막 만도 2차 아파트

충북 청원군
경기 수원시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수원시

경기 화성시
부산광역시

경기 수원시
경기 수원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시

경기 성남시

경기 파주시
인천광역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시
경기 성남시
서울특별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부천시
경기 고양시
대전광역시

경기 수원시
서울특별시

경기 오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파주시
경기 성남시
서울특별시

강원 강릉시

경기 김포시
전남 영암군

충남 천안시
서울특별시

충남 아산시

경기 남양주시
대전광역시

강원 강릉시
대구광역시

전북 익산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충남 아산시
강원 원주시

연면적 215,350㎡, B1-18F, 26개 동, 83-255㎡형 1,529세대
연면적 65,991㎡, B5-26F, 3개 동, 50-155㎡형 356세대
연면적 40,552㎡, B5-15F, 46-116㎡형 332세대

연면적 49,342㎡, B2-20F, 4개 동, 152㎡형 248세대

연면적 74,221㎡, B2-20F, 10개 동, 79-109㎡형 636세대
연면적 17,336㎡, B2-7F, 3개 동, 172-182㎡형 70세대
연면적 46,507㎡, B2-20F, 7개 동, 109㎡형 342세대

연면적 50,229㎡, B2-22F, 6개 동, 109-152㎡형 304세대
연면적 45,997㎡, B3-20F, 4개 동, 109-155㎡형 280세대

연면적 90,703㎡, B2-15-31F, 7개 동, 33-145㎡형 646세대
연면적 62,200㎡, 15F, 10개 동, 742세대

연면적 85,347㎡, B3-35F, 2개 동, 109-162㎡형 511세대
연면적 55,907㎡, B2-25F, 6개 동, 83-106㎡형 473세대

연면적 58,238㎡, B2-25F, 6개 동, 83-106㎡형 499세대
연면적 12,379㎡, B5-19F, 50-56㎡형 194세대
연면적 22,942㎡, B3-24F, 43-76㎡형 434세대

연면적 49,900㎡, B1-10F, 3개 동, 50-86㎡형 500세대
연면적 59,961㎡, B2-24F, 3개 동, 106㎡형 482세대
연면적 19,860㎡, B4-12F, 63-136㎡형 278세대
연면적 98,600㎡, 18-23F, 11개 동, 843세대

연면적 76,700㎡, 13-15F, 9개 동, 36-43㎡형 1,018세대

연면적 127,169㎡, B2-25F, 8개 동, 109-155㎡형 890세대
연면적 68,740㎡, 15F, 8개 동, 598세대

연면적 37,633㎡, 19-22F, 3개 동, 149㎡형 195세대
연면적 77,308㎡, 18-25F, 129-182㎡형 388세대
연면적 39,875㎡, B4-16F, 50-86㎡형 546세대

연면적 12,027㎡, B2-9F, 1개 동, 43-76㎡형 175세대
연면적 79,873㎡, B2-21F, 9개 동, 106㎡형 636세대
연면적 41,414㎡, B1-15F, 5개 동, 89㎡형 382세대

연면적 94,416㎡, B1-20F, 6개 동, 115-208㎡형 460세대
연면적 32,987㎡, B2-15~20F, 3개 동, 86㎡형 312세대
연면적 88,370㎡, 16-23F, 9개 동, 86-89㎡형 845세대
연면적 14,462㎡, B5-16F, 43-96㎡형 195세대
연면적 94,693㎡, B2-20F, 10개 동, 784세대

연면적 201,779㎡, B3-27F, 12개 동, 79-212㎡형 1,385세대

연면적 219,955㎡, B2-20F, 21개 동, 109-258㎡형 1,202세대
연면적 119,399㎡, B2-8F, 50-195㎡형 1,094세대
연면적 23,969㎡, B6-18F, 63-112㎡형 191세대

연면적 45,567㎡, B1-14F, 5개 동, 56-93㎡형 496세대

연면적 44,556㎡, B1-13~15F, 8개 동, 73㎡형 450세대
연면적 69,871㎡, 12F, 8개 동, 804세대

연면적 134,186㎡, B2-22~24F, 8개 동, 76-162㎡형 1,139세대
연면적 17,933㎡, B2-19F, 142세대

연면적 84,268㎡, B2-22F, 3개 동, 76-132㎡형 688세대
연면적 86,630㎡, B1-13~15F, 10개 동, 694세대
연면적 1,367㎡, B1-10F, 2개 동, 150세대

연면적 75,780㎡, B1-16~18F, 11개 동, 79-106㎡형 724세대
연면적 30,606㎡, 5개 동, 76-106㎡형 284세대
연면적 22,138㎡, B1-15F, 210세대

연면적 47,986㎡, 15-20F, 8개 동, 802세대

연면적 84,120㎡, 26F, 7개 동, 76-172㎡형 466세대

연면적 82,707㎡, B1-22F, 10개 동, 79-106㎡형 768세대
연면적 6,312㎡, 9-15F, 3개 동, 245세대
연면적 2,909㎡, 5F, 4개 동, 170세대

2004.03 - 2006.05
2003.12 - 2006.12
2003.11 - 2006.02
2003.11 - 2006.02
2003.10 - 2005.12

2003.10 - 2005.05

2003.07 - 2006.02
2003.07 - 2006.02
2003.07 - 2005.11

2003.06 - 2006.05
2003.06 - 2004.03
2002.10 - 2005.08
2002.08 - 2005.01
2002.08 - 2005.01

2002.06 - 2004.08
2002.05 - 2004.10
2002.05 - 2003.10

2002.04 - 2004.11
2002.02 - 2003.09
2001.11 - 2004.08
2001.11 - 2004.05
2001.11 - 2004.05
2001.10 - 2003.11

2001.09 - 2004.06
2001.09 - 2004.06
2001.06 - 2003.10

2001.06 - 2002.08

2001.05 - 2003.06
2001.03 - 2002.06

2000.02 - 2002.09
2000.02 - 2001.12
1999.02 - 2001.07

1998.04 - 1999.08

1998.03 - 2000.06
1997.11 - 2000.09

1997.11 - 2000.06

1997.08 - 1999.08
1997.04 - 1999.10

1997.01 - 2000.04

1996.12 - 1998.12

1996.09 - 1998.06

1996.04 - 1998.09
1996.04 - 1998.08
1996.02 - 1998.11

1995.11 - 1998.04
1995.08 - 1996.10
1995.06 - 1997.11

1995.02 - 1997.04

1994.04 - 1995.10

1994.02 - 1996.04
1993.11 - 1997.11

1993.11 - 1995.12

1993.08 - 1995.02

1993.08 - 19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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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주요 프로젝트 리스트

공사명

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잠실 시그마타워 주상복합

서울특별시

연면적 68,636㎡, B7-30F, 84세대

1993.03 - 1996.12

서울 자양동 한라아파트
천안 쌍용 한라아파트
우면동 한라아파트

부산 금곡동 2차 아파트

강릉 노암 1차 한라아파트
단양 한라아파트
수서 한라아파트

아산 만도 사원기숙사
부산 금곡동 아파트

서울특별시
충남 천안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 강릉시

충북 단양군
서울특별시

충남 아산시
부산광역시

PLANT & ENVIRONMENTAL WORKS
공사명

영암 그린환경자원센터

춘천 미군 반환기지 토양오염 정화사업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판넬 공장
삼호 SILO

OO공병대대 토양오염 복원
김해 열병합발전시설 설비

현대중공업 LPG 보온공장

현대미포조선 BLASTING SHOP
옥계 #1 광산 New Crusher

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횡성 폐기물 종합처리장

해남 생활폐기물 이용 에너지 생산시설
광양항 시멘트 유통기지
장항항 시멘트 유통기지

청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청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밀양 쓰레기 매립장(2단계)
아산 만도공조 공장

마산항 시멘트 유통기지

원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보완
현대정유 포장 및 자동저장시설
대산 쿨링타워 2차

옥계 한라 시멘트 플랜트 4차 라인 증설
삼호공단 증설(건축분)

삼호공단 산업기계 공장
평택 플랜트 공장

증평 하수종말처리장
청원 전자공장

현대정유 옥계 오일저장소

한보철강 B지구 제철공장 Corex 설비
한라 펄프제지 공장

한라펄프제지(주) 폐수처리시설
대전 한라공조 플랜트 시설
문막 만도 제2공장

동해펄프제지 공장

연면적 52,711㎡, 6개 동, 459세대

연면적 29,784㎡, 20F, 73-99㎡형 254세대

연면적 44,972㎡, B1-13F, 7개 동, 122-188㎡형 308세대
연면적 5,832㎡, B1-5F

연면적 49,756㎡, 5개 동, 1,099세대

1992.11 - 1994.01

1992.06 - 1994.05
1992.03 - 1994.05
1992.02 - 1993.10
1991.12 - 1993.01

1991.11 - 1993.05

경기도 안양시

하수처리 25만톤/일, 분뇨 400톤/일 외

2013.04 - 2018.03

경기도 안산시

유입하수량 : 534천톤/일, 소화조용량 : 17.5천톤/일, 발전설비 : 631kw

부산 광역시

경산시 자원회수시설(BTO)

연면적 47,489㎡, 15-20F, 7개 동, 713세대

1993.01 - 1994.04

공사기간

부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사업(BTL)
고형연료제조 및 스팀공급사업

연면적 40,520㎡, B1-6F, 7개 동, 73㎡형 252세대

1993.01 - 1995.05

공사개요

경기도 동두천시

안산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연면적 42,245㎡, B1-18F, 7개 동, 79㎡형 476세대

1993.07 - 1996.08

위치

캠프캐슬토양오염정화사업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연면적 43,308㎡, B2-22F, 5개 동, 83-126㎡형 329세대

전북 전주시
경북 경산시
전남 영암군

강원 춘천시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강원 원주시
경남 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 강릉시

충남 당진군

강원 횡성군
전남 해남군

전남 광양시

충남 서천군
경북 청도군
경북 청도군
경남 밀양시

충남 아산시
경남 창원시

강원 원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서산시

강원 강릉시
전남 영암군
전남 영암군

경기 평택시

충북 증평군
충북 청원군
강원 강릉시

충남 당진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암군
대전광역시

강원 원주시

강원 동해시

오염토량 136,451㎥ (본지역 106,372㎥, 주변지역 30,079㎥)

신설관로 112km, 교체관로 5.3km, 보수관로 2.4km, 배수설비 8,017개소
고형연료(RPF) 제조 : 160톤/일, 스팀생산 40톤/hr

소각 100톤/일, 발전 1.8MW, 재활용설별 30톤/일, 슬러지건조 14톤/일
Capacity 소각 30ton/day, 재활용 15ton/day

부지 정화공법 설계, 오염토양 복원 및 지하수 정화사업
연면적 112,859㎡, 판넬 공장
연면적 1,545㎡

Capacity 5,300㎥, 유류 오염토양 정화처리

에너지 절약사업(ESCO), 터빈발전기(15kg/㎠.g), 정격용량 1,290kw
연면적 2,996㎡, LPG 보온공장·변전실 신축

연면적 2,255㎡, #5B/SHOP·#6B/SHOP·기계실 신설 및 증축

Capacity 1,500ton/hr, Gyratory Crusher 및 Belt Conveyor
Capacity 1,000㎥/day, 폐수고도처리

Capacity 소각 19.2ton/day, 음식물 쓰레기 처리 10ton/day, 재활용 8ton/day
Capacity 25ton/day, 열분해 쓰레기 소각로
Capacity 500ton/hr, 시멘트 하역 및 선적
Capacity 500ton/hr, 시멘트 하역 및 선적

Capacity 10ton/day, 음식물쓰레기 건조 후 소각처리
Capacity 10ton/day, 지하 일괄투입식 소각로
매립면적 24,015㎡, Capacity 325,500㎥

연면적 3,746㎡, 상차대 증설, 로드데크 증설, 건물 개축
Capacity 500ton/hr, 시멘트 하역 및 선적

매립면적 162,700㎡, Capacity 3,140,000㎥
연면적 21,812㎡, 포장 및 저장시설 공사
Capacity 32,400ton/day, 냉각시설

Capacity 5,500ton/day, 시멘트 제조시설

증설면적 20,970㎡, 공작 플랜트·패널 플랜트·이동식 대합실 확장 등
연면적 65,624㎡, 산업기계 공장 신축

연면적 109,936㎡, B1-3F, 플랜트 시설·R&D빌딩·관리사무소 등 증축
Capacity 15,000㎥/day, 표준활성슬러지 공법
연면적 23,993㎡, 플랜트 시설·사무실·기타 신축
Capacity 120,000배럴, 저장탱크(8개소)

Capacity 600,000ton/year, 제철 생산시설
Capacity 240,000ton/year, 제지 생산시설
Capacity 10,000㎥/day, 폐수고도처리

연면적 113,166㎡, B1-3F, S.R.C/R.C구조

연면적 33,760㎡, 3개 동 플랜트 설비 공장, 복지시설 등 신축
Capacity 280,000ton/year, 제지 생산시설

2015.04 - 2018.12
2013.02 - 2015.11
2012.04 - 2014.05

2012.01 - 2012.08
2011.12 - 2015.07

2008.07 - 2009.10
2008.05 - 2011.12

2008.04 - 2009.08
2007.12 - 2010.02

2006.10 - 2007.05

2006.05 - 2007.09

2006.05 - 2006.09
2005.09 - 2006.01

2005.05 - 2006.11

2004.12 - 2006.06

2004.08 - 2006.04
2003.08 - 2004.09
2002.05 - 2002.12

2002.02 -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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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공사기간

청원 캄코 부영모터 플랜트

충북 청원군

연면적 23,796㎡, B1-2F, 플랜트 시설 및 오피스빌딩 신축

1994.02 - 1994.10

원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광양 슬래그 시멘트 플랜트
음성 특장차 공장 설비

신탄진 한라공조 공장 조립시설
삼호공단 오폐수종말처리장
음성 오폐수종말처리장

평택 자동차 부품 및 조립공장
옥계 한라 시멘트 플랜트

OVERSEAS WORKS

1996.09 - 1997.01

1996.09 - 1997.04
1996.05 - 1997.10

1996.03 - 1997.06

1996.03 - 1997.04

1996.03 - 1996.08
1995.12 - 1999.10

1995.09 - 1996.10

1995.09 - 1996.12
1995.06 - 1997.08

1995.02 - 1996.12
1995.02 - 1996.12
1995.02 - 1995.12
1995.02 - 1995.10

1994.06 - 1995.06

강원 원주시
전남 광양시

충북 음성군
대전광역시

전남 영암군

충북 음성군
경기 평택시

강원 강릉시

DOCK 신설(100만 톤급×1선석, 50만 톤급×1선석)
매립면적 162,700㎡, Capacity 3,140,000㎥
2개 동, B1-3F, 공장 신축 및 기계 설비공사
연면적 7,941㎡, S.R.C/R.C구조 "

185,282㎡, 연면적 6,000㎡, 차량 공조장치 제작공장 신축
Capacity 15,000㎥/day, 폐수고도처리

Capacity 22,000㎥/day, 표준활성슬러지 공법
자동차 부품 및 조립의 기획, 설계 및 시공

Capacity 4,800,000ton/year, 시멘트 제조시설

1994.03 - 1996.12
1993.12 - 1995.12
1993.10 - 1994.06

1993.08 - 1994.05

1992.06 - 1996.12
1992.06 - 1994.01
1991.12 - 1992.12

1989.03 - 1992.08
1978.04 - 1990.01

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독일 만도 연구소

독일,
프랑크푸르트

연면적 7,340㎡, 사무실 및 실험실

2017.11 ~ 2018.11

만도 인도 공장 증축
로떼-락소이 고속도로 프로젝트 CW1 공구
UAE 서부지역 Barakah 휴게소 건축
만도 멕시코 공장

콕스 바자르 공항 (1단계) 개발공사

벤룩-롱탄 고속도로 건설공사 A1 공구

벤룩-롱탄 고속도로 건설공사 A3 공구

페르케세두구-우왕골로두구 도로 재건공사
동칼리만탄 지방도로 개선 프로젝트
CIPREL Ⅳ Volet B Project

인도, 첸나이
베트남, 로떼

아랍에미리트

멕시코, 살띠요
방글라데시,
다카

베트남, 롱안
베트남, 롱안

코드디부아르,
우앙골로두구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Coted'lvoire
Abidjan)

주UAE 대 청사 관저 신축공사

아랍에미리트

알아인 지역내 차량검사소 4개소 건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만도 미국 자동차 주물 공장

만도 폴란드 공장

만도 MIS 자동차 조향장치 생산공장

1998.06 - 2005.12

전남 영암군

공사명

2001.04 - 2004.07
1999.12 - 2000.09

주요 프로젝트 리스트

위치

삼호조선소

UAE 서부지역 주유소
(제이린 알 아쉬, 가벳 베이누나, 알 실라2) 건설

2000.10 - 2001.02

CHAPTER 4

공사명

2001.11 - 2002.03

2001.06 - 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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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브라질 공장

CaiLan 인터내셔널 컨테이너 항만공사
천진 성림도 주택개발사업

발리파판 송유관 설치공사

필리핀 남서부 시멘트 플랜트
푸미 강관파일 공장
베이징 한화아파트

태국 신문제지 생산공장

Negeri Sembilan 시멘트 플랜트
상해 경은대하 빌딩 신축공사
발렌시아 호텔

Bishah 시멘트 플랜트
Lae 통조림 가공공장
Lae 시멘트 플랜트
사우디항 주바일 빌딩 공사

미국, 조지아주
폴란드,
Walbrzych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브라질, 리메이라
인도, 첸나이
베트남, 꽝닌
중국, 천진

인도네시아,
발리파판

필리핀, 세부

베트남, Baria
Vungtau
중국, 베이징
태국

말레이시아,
Negeri
중국, 상해

미국, 캘리포니아
사우디아라비아,
Bishah
파푸아뉴기니,
Lae
파푸아뉴기니,
Lae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

연면적 16,511㎡, 공장증축, 부대건물 및 토목
연장 24.17km, 폭 12m
연면적 52,500㎡

연면적 105,557㎡, 공장동(2개동), 사무실(3개소), 위험물관리소(1개소) 등
활주로 확장 : 연장 2.74km, 폭 60m
연장 7.3km, 왕복 4차선

연장 2.1km, 왕복 4차선
연장 46.6km

연장 43.1km, 폭 6.5m

2018.03 ~ 2018.12
2016.06 ~ 2020.03
2015.09 - 2016.11

2015.08 - 2016.04
2015.07-2019.06

2015.05-2019.09
2015.05-2019.03

2014.12 - 2017.06
2014.10 - 2018.06

Power Output(Net) : 119 MW (NG Firing), 112 MW (HVO Firing)
Main Equipments : HRSG 2 Units (for Tag 9 and Tag 10), Steam Turbine 1 Unit, ACC 1 Unit
Power Evacuation : 225 kV Substation (Out of Scope)

2013.10 - 2015.12
(Power Block)
2013.10 - 2016.03
(Storage Building)

연면적 16,413㎡, 공장동, 사무실 등

2013.02 - 2013.11

연면적 5,458.99㎡, 3F, 업무시설 및 기숙사
연면적 14,301㎡

2013.03 - 2014.12

2012.07 - 2014.04

연면적 32,013㎡, 공장동, 사무실 등

2011.10 - 2012.08

Jreen Al Aish : 연면적 2,323.2㎡, Al Sila : 연면적 2,1014.5㎡, Ghabat : 연면적 2,414.4㎡

2011.08 - 2015.04

연면적 13,223㎡

2011.01 - 2012.01

준설 696,000㎥, 매립 504,000㎥, 법면 보호공 10,000㎥, 콘크리트 파일공사 등

2010.12 - 2012.12

연면적 11,067㎡, 공장동, 사무동, 부속건물 등 신축
연면적 280,230㎡, 1·2·3단지 건축

총 139km(육상 112km, 해상 27km)의 공사구간 파이프라인 설치 및 3,500DWT JETTY 등 공사

2011.01 - 2011.07

2008.04 - 2011.09
1997.11 - 1999.11

Capacity 4,500ton/day, 시멘트 제조시설

1997.09 - 1999.03

연면적 53.454㎡, B2-22F, 304세대, 주상복합

1996.07 - 1998.01

Capacity 50,000ton/year(Steel Pile), 100,000m/year(Concrete Pile)
태국 160,000ton/year, 신문제지 생산공장, 부대설비, 직원 아파트, 기자재 및 수처리시설 등
Capacity 3,600ton/day, 시멘트 제조시설

연면적 71,000㎡, B3-38F,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

1997.03 - 1999.03

1996.03 - 1998.03

1995.12 - 1998.04
1995.10 - 1998.10

연면적 9,666㎡, 90실(Residence Inn)+66실(Fairfield Inn), 회의실 및 기타 부대시설 신축 1995.09 - 1997.01
Capacity 3,800ton/day, 시멘트 제조시설

1994.03 - 1996.11

Capacity 36,000ton/year, 캔 제조 및 부대시설

1994.01 - 1995.01

Capacity 200,000ton/year, 시멘트 제조 및 부대시설

1991.12 - 1994.01

연면적 27,835㎡, B2-10F, S.R.C/R.C구조, 조경 9,622㎡

1982.11 - 1985.12

HL디앤아이한라 홍보동영상

HL디앤아이한라 홈페이지

www.hldn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