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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도 공간도 더 새로워지도록

반도유보라가 시작합니다
Bando U-Bora Paves the Way to Enliven  
and Renew Lifestyle and Space

대한민국 주거문화의 뉴 패러다임을 이끌어온 반도건설 - 

공간 설계에서 조경 특화, 차별화된 인테리어 디자인 등으로 

대한민국 아파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많이 짓기보다 잘 짓겠다는 건설철학을 실천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앞서가는 새로움, 반도유보라의 이름으로 계속됩니다.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opened a new paradigm in living space 
and is making a new history in apartment lifestyle through unique space, 
garden, and interior design. 
We have come this far with a firm corporate philosophy to build well instead of 
building quality instead of quantity. Our brand name Bando U-Bora will continue 
to cut across boundaries in new living styles and trends across the world.

아파트 브랜드- 반도 유보라

행복한 미래를 위한 약속 '반도유보라'는 살아있는 생명공간으로서의 주거공간을 상징하는 반도건설의 명품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최첨단 기술과 설계 기법에 딸을 키우는 마음으로 짓는 반도유보라!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파트들이 반도 유보라를 배우고 있습니다.

Our brand stands for innovative eco/bio-friendly and content lifestyle. Bando U-Bora uses cutting-edge technology and
design technique with the intent of raising a daughter!  Now, many apartments in Korea are following our footsteps.

Bando U-Bora is the household name for luxury apartments built by Bando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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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신도시 분양신화의 주역을 넘어 중동 최초의 개발사업 두바이유보라타워 완공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늘 새로운 도전을 향해 앞서가는 기업철학과 많이 짓기보다 잘 짓겠다는 명품건설을 

실천해온 결과입니다. 세상을 앞서가는 새로운 건설문화, 반도건설이 해내겠습니다.

Bando, having conquered the Korea new town development field, has become an aspiring newcomer
in the global construction market after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Dubai U-Bora Towers.
We have pursued new frontiers with a venturous mind and stubborn commitment to quality instead of quantity. 
Bando promises to lead the way by cultivating a new construction culture for the world. 

새로운 도전으로 세상의 기대를 앞서다
Foregoing the expectations of the world with new challenges

| Prologue | 프롤로그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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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s Greetings | 인사말

앞선 기술과 철학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We Are Moving the World Through Novel Technology and Philosophy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1970년 첫 발을 내딛은 반도건설. 지난 50여 년간 ‘많이 짓는 것보다 바르게 짓겠다’는 신념으로 끊임없는 열정과 세상을 앞서가는 새

로운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분양의 연이은 성공으로 ‘신도시 대표아파트’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그 이름에 걸맞은 특화 설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에 10만여 가구를 공급, 대한민국 아파트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택사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에도 꾸준히 참여하여 도로, 교량, 항만, 터널, 플랜트까지 앞선 기술력으로 수행함으

로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내를 넘어 중동지역 최초 개발사업인 ‘두바이 유보라타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글로벌 기업

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축, 토목, 해외개발, 재건축·재개발, 도시재생, 복합개발, 임대, 레저, 시행 등 사업 다각화를 

도모하여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머무르지 않고, 늘 새롭고 앞선 철학으로 내일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which took its first step in 1970. Over the past 50 years, we have 
established our position as Korea's leading construction company through our passion and our firm belief 
to build better rather than to build more.

Called 'New Town Representative Apartment' due to the consecutive success of the new town sale in 
the metropolitan area, we are creating a new residential paradigm for Korean apartments by providing 
100,000 households nationwide based on specialized design and technology suitable for the name.

By steadily participating in the housing project as well as in the national government projects and carrying 
out roads, bridges, harbors, tunnels and plants with advanced technology, we are contributing to national 
development and leaping into a global company as shown in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Dubai U-Bora 
Towers', the first development project in the Middle East beyond Korea.

Based on the technology we have accumulated so far, we are working to diversify our businesses such 
as architecture, civil engineering, overseas development,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urban 
regeneration, complex development, leasing, leisure, and implementation to be born again as  'a company 
with better tomorrow than today'.

We promise never to stay content with our accomplishments of today.  We will continue to lead the 
changes of tomorrow with our philosophy based on innovation and attention to detail. 

Thank you.

Chairman
Kwon Hong-sa

회장 권홍사

Advanced & New 새로움으로 내일을 앞서다

회장 권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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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설을 새롭게 바꿔온 길, 50여 년 반도건설이 걸어온 길입니다

Bando has been for going a new path in the Korean Building landscape for 50 years

| History of the Company | 회사연혁

미래도전

언제나 맑고 투명한 공사와 

진실하고 근검 절약하는 자세로 

믿음과 확신을 심어드리겠습니다.

진실근검

인재의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하고 고객과 함께 

세계에 도전하여 미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일류 기술, 일류 제품, 일류 인재의 

확보로 디지털 시대의 리더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창의계발

기업 이념  | CORPORATE PHILOSOPHY | 

반도건설의 핵심가치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반도인들이 실행하여 더 큰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하고 굳건한 정신입니다

The core value of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is an important and solid spirit that can develop into a bigger enterpris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Bando people following our management philosophy

핵심가치  | CORE VALUE | 

반도 최고의 품질로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을 실천합니다.고객중심

우수인재의 확보가 

곧 반도의 미래이기에 

기업성장의 원천으로 

삼아 함께 성장합니다.
인재중심

반도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문제에 

창의적으로 접근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합니다.
도전정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다각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합니다.나눔경영

투명한 의사결정과 

윤리경영의 실천으로 

고객의 신뢰를 추구합니다.신뢰지향

협력사와의 소통과 

상생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상생소통

Advanced & New 새로움으로 내일을 앞서다

CREATIVE DEVELOPMENT

CUSTOMER-CENTERED

WIN-WIN COMMUNICATION

TALENT-CENTERED

TRUST-ORIENTED

CHALLENGE SPIRIT

SHARING MANAGEMENT

FUTURE CHALLENGE SINCERITY AND DILIGENCE

회사연혁  | HISTORY OF THE COMPANY |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1970  05 권홍사 회장 개인 회사 설립(30실 규모 하숙집 건축)

1970-1979 100여 채 주택 건설

1979 01 반도주택개발공사 상호변경

1979  03 초읍반도 아파트 40가구 건설(첫 아파트 건설, 40세대 규모)

1970

2010 06 진접지구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 입주자 감사패

2010 07 건설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권홍사 대표이사)

2011 01 두바이 유보라타워 준공

2012 07 한경주거문화대상 아파트부문 대상 수상(청라 반도유보라 2.0)

2013 04 대구 시지 반도유보라 입주자 감사패

2014 06 브랜드 상가 ‘카림애비뉴’ 런칭

2014 07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와 업무협약 체결

2014 07  제18회 매일경제 살기좋은아파트 국무총리상 수상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

2014 07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 입주자 감사패

2014 08 경기도 선정 ‘2014 품질 우수 시공단지’

2015  12 연간 9천가구 공급 달성

2016 08  친환경 대표 아파트 환경부장관상 수상  

(동탄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0.0)

2016 12  한국경제 하반기 주거문화대상 수상  

(대구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16 12 BBKI 친환경아파트 부문 1위(우리 아이를 위한 베스트브랜드)

2016 12 연간 1만가구 공급 달성

2017 01 미국 크로스비 골프클럽 인수

2017 04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홈 IoT시스템 구축(LG유플러스와 업무협약 체결)

2017 11  한국경제 하반기 주거문화대상 아파트부문 대상 수상  

(동탄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9.0)

2018 01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4차 입주자 감사패

2018 12 한경 주거문화대상 아파트대상 수상(울산 송정지구 반도유보라)

2019 06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도입 (첫 적용단지 영종 운서역 반도유보라)

2019 07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부장관상 (신당 파인힐 하나 유보라)

2019 10 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개관

2019 12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아파트대상 수상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10
1983  01  반도주택 상호변경

1984  11 수안동 반도보라맨션 180가구 건설(첫 100세대 규모 아파트)

1985 04 주택건설업자 등록(제85-18)

1987 04 태림주택 인수

1989 01 ㈜반도보라주택 상호 사용

1989 11 건설업 면허 취득(토목건축 2제 1045호)

1989 12 주식회사 반도종합건설로 상호 변경

1980

1990 12 권홍사 회장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1991 02 전기공사업 제1종 면허 취득(제1186호)

1994 05 해외건설업 면허 등록(제163호)

1994 06 소방시설공사업 제1, 2종 면허 취득(제94-3호)

1997 04 제2회 매일경제 살기좋은아파트 선발대회 우수상 수상

1997 12 부산상공회의소 제15대 경영대상 수상

1997 12 주택건설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상

1998 12 ISO 9001 인증 취득

1999 05 경기 의왕 반도보라빌 분양(수도권 첫 진출)

1990

2020 01 미국 LA 주상복합 ‘THE BORA 3170’ 착공

2020 01  국토부 선정 ‘제1회 에너지베스트 아파트단지’ 우수상 수상 
(세종 반도유보라)

2020 05 반도건설 창립 50주년

2020 05 이천 더 크로스비 G.C 개장

2020 07  매일경제 살기좋은아파트 주거혁신부문 최우수상 수상 
(신당파인힐 하나유보라)

2020 11 창립 50년사 편찬

2020 12 헬스맥스와 단지 내 헬스케어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2021 01 국토부 에너지 베스트 아파트 우수상 수상(다산진건 반도유보라)

2021 01 공학교육인증제도 확산을 위한 MOU 체결(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21 03 친환경·준불연 단열재 기술협력 MOU 체결(엘에스이피에스)

2021 04 기술자문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한국기술사회)

2021 06 3D 프린팅 친환경 건설공법 도입 MOU 체결(하이시스) 

2021 06 KOSHA 18001 인증 취득

2021 07 세계적인 팝아티스트 크랙앤칼과 디자인 업무협약 체결

2020

2001 03 납세자의 날 우수납세자 대통령 표창

2001 09 주식회사 반도 상호 변경

2002 02 ISO 14001 인증 취득

2002 02 대한주택공사 우수시공업체 선정

2002 05 주식회사 반도 - 경남대학교 산·학 협동 조인

2002 10 권홍사 회장 한국경영자 대상 수상

2003 06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2004 01 산업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제02-0007호)

2004 01 권홍사 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2004 03 반도Japan 설립(North Shore C.C 인수)

2004 11 보라C.C(반도개발) 개장

2004 12 한경 주거문화대상 단지조경대상 수상

2005 02 매경 골든타워대상 수상

2005 03 권홍사 회장 23대 대한건설협회 회장 취임

2005 04 제7회 한경 마케팅대상 수상

2005 08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

2005 12 주식회사 반도건설 상호 변경

2005 12 한경 주거문화대상 웰빙아파트 대상 수상

2005 12 매경 대한민국 토목건축대상 최우수상 수상

2006 02 제1회 대한민국 토목건축대상 수상

2006 02 헤럴드경제 비전2006 건설경영부문 대상 수상

2006 03 납세자의 날 우수 납세자 표창

2006 04 해외공사 수주 및 개발업 등록(제83호)

2006 05 반도건설 두바이 지사 설립

2006 06 일본 KAMO C.C 인수

2006 07 한경 주거문화대상 수상(홈네트워크 부문)

2006 10 두바이 유보라타워 공사 착공

2007 05 두바이 건설업 면허 취득

2000

2007 10 한경 주거문화대상 수상

2007 10 건설 협력 증진대상(건교부 장관상 수상)

2008 07 제12회 매일경제 살기좋은아파트 선발대회우수상 수상

2009 07 한경주거문화대상 브랜드 대상 수상

2009 10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수상

2009 10 두바이 유보라타워 국내최초 IPA건축상 4개부문 수상

2009 12 한경주거문화대상 아파트부문 대상 수상(당산동 반도유보라 팰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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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생각으로 더 나은 주거문화를 창조하겠다는 반도건설의 초심과 진정성을 담았습니다

We have put forward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s original intention and authenticity to create
a better housing culture with our innovative thinking 

| Brand | 브랜드

반도건설이 만들어가는 
더 나은 주거 공간을 상징

신규 BI는 점점 더 도약하고 있는 반도건설의 위상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고객의 

니즈에 발맞추어, 보다 견고하고 세련된 유보라다운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유보라의 이니셜인 ‘U’는 Ubiquitous, Universe, Youth, Upper class 등 반도유보라가 

제공하는 주거공간의 4가지 상징적인 KEY-WORD를 의미합니다. 또한 심볼은 

‘U’안에 반도건설의 이니셜인 ‘b’를 입체적으로 형상화 하여, 기업의 신뢰와 고객을 

위한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반도건설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BI의 상징 컬러인 블루(Blue)는 반도유보라가 펼쳐나가는 프리미엄 주거공간의 밝은 

미래와 유보라의 프리미엄 주거공간 안에서 고객이 느끼게 될 여유로움과 자부심을 

의미합니다.

유보라 아파트의 모습을 U의 이니셜로 형상화하고 반도건설의 이니셜 

‘b’를 조합하여 모던하고 심플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견고하면서 입체적인 형태는 반도건설이 고객에게 약속하는 신뢰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는 반도유보라의 Identity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본 항목에서는 국문 및 영문 시그니처의 상하, 

좌우조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용시 규정에 따라 CD-Rom에 수록된 원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작 시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제작하도록 해야합니다.

상하조합

좌우조합

심볼 마크   | SYMBOL MARK | 

시그니처   | SIGN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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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Advanced & New 새로움으로 내일을 앞서다

Symbolizing better housing space made by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유보라’만의 외관 디자인과 색채 특화로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과 주거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Bando U-Bora’s own exterior design and color specialization are contributing to building brand identity and 
maximizing residential satisfaction

| Exterior Specialization | 외관특화

색채 디자인   | COLOR DESIGN | 

※ 유보라 고유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강조색채와 줄눈계획을 적용하여, 단지별 특색을 살린 외관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유보라 BI 적용   | APPLIED TO U-BORA BI | 

※ 단지규모와 스퀘어 문양의 고유 측벽 패턴 등 외관 색채 디자인을 고려하여, 각 단지에 최적화 된 B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표준 색채   | UNDERGROUND PARKING LOT STANDARD COLOR | 

※ 단지 규모와 주차장의 형태에 맞는 색상과 단지특화로 인지성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평면설계, 실용적인 인테리어, 다양한 커뮤니티공간 등으로 대한민국 아파트의 진보를 이끌어 온 반도건설

주택사업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 플랜트, 레저사업에서도 탁월한 기술력과 노하우로 신뢰받고 있습니다.

Bando has paved new ways in apartment lifestyle through innovative space and interior design as well as diverse community space.
It is now gaining prestige not only in residential business, but also in construction, engineering, plant, and leisure business.

Foregoing the South Korean construction with new challenges

주택사업 ㅣ Housing Business ㅣ 건축사업 ㅣ Architecture Business ㅣ 토목사업 ㅣ Civil Business ㅣ 플랜트사업 ㅣ Plant Business ㅣ 해외개발사업 ㅣ Dubai U-BORA TOWERS ㅣ 레저사업 ㅣ Leisure Business ㅣ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 Business Areas | 사업분야

새로운 도전으로 대한민국 건설을 앞서다

Advanced & New 새로움으로 내일을 앞서다 1110



평면 특화
FLAT 

SPECIALIZATION

오늘의 생활뿐만 아니라 내일의 가치까지 생각한 평면특화!

중소형 최초 4.5Bay설계로 Bay프리미엄을 탄생시켰습니다.

중소형 4.5Bay 설계는 물론 알파룸, 팬트리, 서재 등 시대의 흐름에 맞는 맞춤형 공간특화와 
홈네트워크, 특허 냉방시스템 등 한 발 빠른 에너지·기술특화로 주거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Super Standard Vol.1

THINK

|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 | 한강신도시 최초 59㎡ 4.5Bay 설계가 적용된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

2011년 ┃Bay프리미엄┃

업계 최초로 전용 59㎡에

4.5Bay 설계 적용으로 Bay 프리미엄 선도

2014년 ┃수납강화 & 서재특화┃

작은 방 2곳에 모두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안방 별도 서재공간 제공

2013년 ┃주방특화┃

주부 멀티공간(팬트리)을 설계해

주방 내부 수납공간 극대화

2016년 ┃저층 테라스┃

텃밭, 마당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저층 세대 테라스 공간특화 적용

2012년 ┃욕실특화┃

중형 평형에는 드물게 욕실 2곳에 모두 

욕조와 샤워부스를 설치해 실용성 강화

2015년 ┃더블 드레스룸┃

드레스룸에 2개의 문을 설치하여

부부가 개별적으로 활용 가능한 

더블 드레스룸 설계

Flat specializing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tomorrow's value as well as today's life!
Bay Premium was born with the first 4.5Bay design of
small and medium size.

맞춤형 평면과 첨단기술이 접목된 신개념 주거공간을 선보이다!
Showcase the new concept of residential space with customized flat surface and advanced technology combined.

사람을 위한 주거공간을 생각하다!

반도건설은 ‘입주자가 더 넓게,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주거공간을 목표로 고객 맞춤형 공간설계와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첨단 기술을 선보입니다. 잘 만든 상품은 고객이 먼저 알아본다는 확신으로 사람을 생각하며
미래를 디자인하는 것, 이것이 반도건설의 철학입니다.

Aiming for a residential space that ‘tenants can use more spaciously and more comfortably’,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introduces 
a variety of cutting-edge technologies that enhance customer-oriented space design and quality of life. Thinking about people and designing the 
future with the confidence that well-made products are recognized by customers first, this is the philosophy of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Think of a residential space fo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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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5베이 세대분리형┃

5Bay 광폭구조 or 세대분리형 구조 선택 가능. 

실거주와 임대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혁신설계 

2018년 ┃아파트 IoT(사물인터넷) 시스템┃

세대 내 모든 IoT 기기를 음성 및 스마트폰으로 제어하고, 입주민 위치 및 생활패턴 정보를 

토대로 자동실행 해주는 새롭고 똑똑한 주거 시스템

2019년┃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현관 에어샤워 청정기와 전용 브러쉬로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오염된 먼지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2019년┃헬스케어 서비스┃

입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체지방, 허리둘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단지 내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오염된 공기

현관 에어샤워 청정기

헤파필터 내장

신선한 공기
(에어샤워)

전용 브러쉬전용 브러쉬

세대분리형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 단지 내 별동학습관 전경┃ 

조선에듀케이션

조선에듀케이션과 연계, 영유아를 위한 키즈스쿨을 운영하고, 서울대, 연·고대생과 함께하는 SKY멘토링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등을 도입.

 
평생교육 프로그램

각 지역 연고의 대학 등과 연계하여 평생교육원 전문강좌 등을 제공. 대표적으로는 수원여대, 부산대,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등이 있음.

YBM, 능률교육

전문학습기관과 연계하여 중·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YBM영어마을”과 아이들의 맞춤 학습을 위한 “능률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예체능 프로그램

K리그 프로축구단과의 협약을 통해 단지 내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등 학습 이외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강남 대치학원가

강남 대치동학원의 현역 강사진과 커리큘럼을 옮겨와 초·중·고교 영어, 수학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Super Standard Vol.2

▶  송산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별동학습관

▶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 
별동학습관

교육 특화
EDUCATION 

SPECIALIZATION

아파트를 혁신할 교육특화를 연구하다!

주거공간을 쉬는 곳에서 배우는 곳으로 확장시킨 교육특화!

단지 내 별동학습관으로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반도건설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 외에,  그 안에서 실수요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컨텐츠는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단지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단지 안으로 가져오자는 목표로 주거 이외의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Education specialization that extended the residential space from

a resting place to a learning place!
We created a new residential trend with a separate learning center 
in the complex.

In addition to providing residential space,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thought about what content the end 
users really need within it. We did our own research and applied it to our apartments with the goal of bringing the 
“educational site” from outside to inside the apartment complex.

Study education specialization to innovate apartment!

STUDY

단지 내에 ‘별동학습관’을 조성하고, 대학교나 학원 등 각 지역의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컨텐츠를 제공,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그 이상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다!

By creating a ‘separate learning center’ in the complex and linking it with professional education institutions in each region,
such as universities and institutes, we provide and operate high quality education contents to residents.

Realize customized education beyond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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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10차 1단지 별동학습관

▶ 동탄2 시범단지 별동학습관



Super Standard Vol.3

┃카림애비뉴 동탄┃ 타운형 뉴욕 스타일 스트리트 상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C-15BL •지하 1층~지상 2층, 445실

상업시설 특화
COMMERCIAL 

FACILITY 
SPECIALIZATION

상업시설을 브랜드 상가로 변화시키다!

상가의 역할과 디자인까지 업그레이드한 브랜드 상가특화!

세계적 수준을 갖춘 컬처 스트리트형 상가를 창조했습니다.
반도건설은 상업시설에 ‘Brand’와 고유의 디자인을 접목하여,  일반적인 상업시설이 아닌 ‘브랜드 상가’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아파트와 상가의 구획이 완전히 분리된 신평면 설계를 적용하여 스트리트형 상가를 조성,
고유의 색상과 패턴을 적용하여 브랜드 상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Brand shopping district specialization that upgraded the role and design of the mall!

We have created a world-class culture and street-type shopping district.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mbines 'Brand' and unique design with commercial facilities to present the concept of 'brand shopping district' 
rather than general commercial facilities. By creating a street-type shopping district and applying a new flat design which completely separates
the apartment from the shopping district, we are creating a new paradigm of a brand shopping district while also applying unique colors and patterns.

Transform commercial facilities into a brand shopping district

반도건설의 대표 브랜드 상가 ‘카림애비뉴’는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 ‘카림 라시드’,

일본의 유명 도시개발업체 ‘모리빌딩’ 등 글로벌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하고 있습니다.
‘Karim Avenue’, a representative brand shopping district of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is being created through collaboration with global 
experts such as Karim Rashid, one of the world's top three industrial designers and ‘Mori Building’, a famous city development company in Japan.

글로벌 파트너와 카림애비뉴를 런칭하다!
Launch Karim Avenue with global partner!

Karim Avenue? 

‘머물고 싶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인

‘카림 라시드’와 공동 디자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선보이는 브랜드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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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림애비뉴 동탄 2차┃

약 280m의 스트리트형 상가로 조성,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의 한층 업그레이드 된 

디자인과 고품격 테라스 설계 적용.

•동탄2신도시 C-5, 8BL •지하 1층~지상 2~3층, 314실

 ┃카림애비뉴 일산┃

일산 지역 최초 ㄷ자구조의

스테이몰이라는 컨셉으로

트렌드를 주도하는 브랜드 상가

•경기도 고양시 관광문화단지 01BL, 지하5층~지상36층, 150실

 ┃카림애비뉴 세종┃

세종시 최초의 230m 스트리트형 상가로 구성,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 특유의 감각적인 디자인을 

설계에 적용한 첫 번째 브랜드 상가.

•세종시 1-4생활권 H1BL •지하 2층~지상 6층, 262실

 ┃카림애비뉴 김포┃

김포한강신도시 최초의 뉴욕스타일 스트리트형 상가로

‘브런치 카페거리’를 테마로 브런치파크를 조성, 

이국적인 테라스 설계 적용.

•김포한강신도시 Cc-01BL •지하 2층~지상 2층, 204실

 ┃카림애비뉴 동탄 3차┃

다양한 키 테넌트가 들어서는 MD구성과

스트리트+테라스 설계가 적용된 

동탄의 3번째 브랜드 상가

•동탄2신도시 A-80, 79BL •지하 1층~지상 1~2층, 244실



2011년 소형 59㎡최초의 4.5Bay 평면설계, 2013년 동탄2신도시 최초의 교육프로그램 특화,

2017년 세대별 냉방시스템 특허 획득까지…

대한민국 아파트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간을 만들어온 반도건설

수도권 신도시를 비롯하여 전국 방방곡곡 10만여 세대의 반도유보라를 통해

명품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Small 59㎡ first 4.5Bay flat design in 2011, Dongtan 2 New City's first educational program specialization in 2013 and even acquisition of household-specific cooling system patent in  2017…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have created a space beyond the limits of Korean apartments-
We are making a new standard of luxury apartments through Bando U-Bora including 100,000 households all over the country and new towns in the metropolitan area.

아파트에 대한 새로움이 시작되는 대한민국 아파트 문화의 멘토입니다
A mentor of South Korea’s apartment culture marking new perspectives in apartments

| Housing Business | 주택사업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0.0 BANDO U-BORA IVY PARK 10.0 DONGTAN 2 NEW URBAN DISTRICT   [1단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80블록 ·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1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59~84㎡ 총 1,241세대    [2단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79블록 ·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2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77~96㎡ 총 1,51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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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고덕신도시 반도유보라 더 크레스트
       GODEOK NEW TOWN U.BORA THE CREST

• 경기도 평택시 고덕지구 업무9-1-1, 업무9-2-1블럭
• 지하 4층~지상 45층
• 59㎡, 84㎡ 오피스텔 1,116실

 영등포 리미티오 148
       YEONGDEUNGPO LIMITIHAUT 14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
• 지하 4층~ 지상 20층
• 23~38㎡ 도시형생활주택 132세대 / 29~49㎡ 오피스텔 16실

 마창대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MACHANG BRIDGE BANDO U-BORA IVY PARK

• 경상남도 창원시 가포지구 B-1블록
• 지하3층~지상 25층, 9개동
• 74㎡, 84㎡ 아파트 847세대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 
      SEODAEGU STATION BANDO U-BORA CENTUM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083-2번지 일원 
• 지하 2층~지상 23~35층,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46~84㎡ 아파트 1,678세대

 성산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SEONGSAN BANDO U-BORA IVY PARK

• 경상남도 창원시 사파지구 공1블럭 
• 지하 3층~지상 15층, 1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55~86㎡ 아파트 1,045세대

 거제 옥포 반도유보라
       GEOJE OKPO BANDO U-BORA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239
• 지하2층~지상 20층, 4개동
• 84㎡, 109㎡ 아파트 292세대

 양평 다문지구 반도유보라
       YANGPYEONG DAMUN BANDO U-BORA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213
• 지하2층~지상 23층, 9개동
• 59㎡~84㎡ 아파트 74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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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안양 명학역 유보라 더 스마트
       ANYANG MYEONGHAK STATION U-BORA THE SMART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410 
• 지하 3층~지상 26층 아파트 2개동, 오피스텔 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59㎡A,B, 61㎡ 아파트 200세대 / 59㎡A,B 오피스텔 150실

 대구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0
       DAEG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BANDO U-BORA IVY PARK 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과학마을로3길 14
• 지하 3층~지상 25층 아파트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74㎡A,B, 78㎡ 총 775세대

 대구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
       DAEG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BANDO U-BORA IVY PARK 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1251
•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74㎡, 78㎡ 총 527세대 

 울산 우정동 반도유보라
      ULSAN UJEONG-DONG BANDO U-BORA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86-1번지 일대 
• 지하 7층~지상 49층, 아파트, 오피스텔 3개동 
• 30~84㎡ 아파트 455세대, 오피스텔 40실

 운서역 반도유보라
       UNSEO STATION BANDO U-BORA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9-4번지
• 지하 3층~지상 26층,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83~84㎡ 아파트 450세대

 광주 남구 반도유보라
       GWANGJU NAMGU BANDO U-BORA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63-1
• 지하 3층~지상 27층 아파트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39~84㎡ 아파트 889세대

 신구포 반도유보라
       NEW GUPO BANDO U-BORA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711-3
•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39~84㎡ 아파트 79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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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송정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ULSAN SONGJEONG BANDO U-BORA IVY PARK

• 울산광역시 송정택지지구 B5블록 
• 지하 1층~지상 25층 아파트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84㎡ 총 1,162세대

 신당 파인힐 하나 유보라
       SINDANG PINEHILL HANA U-BORA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부지(171외 10필지)
• 지하4층~지상 20층, 아파트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24~59㎡ 718세대

 일산 한류월드 유보라 더 스마트
       ILSAN HALLYU WORLD U-BORA THE SMART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756
• 지하 5층~지상 36층 오피스텔 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23㎡, 57㎡ 오피스텔 924실

 지축역 반도유보라
       JICHUK STATION BANDO U-BORA

•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 B-3블록
•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76㎡, 84㎡A,B 총 549세대

 원주 기업도시 유보라 아이비파크 1·2단지
       WONJU COMPANY TOWN U-BORA IVY PARK 1·2BLOCK

[1단지]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1-2블록
• 지하 2층~지상 30층 아파트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59㎡A,B, 84㎡A,B,C 총 548세대

[2단지]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2-2블록
• 지하 2층~지상 30층 아파트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59㎡A,B, 84㎡A,B,C 총 794세대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유보라 메이플타운
       DASAN NEWTOWN BANDO U-BORA MAPLETOWN 2.0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14 
• 지하 1층~지상 30층, 아파트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82~84㎡ 아파트 1,08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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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 & 8.0
       BANDO U-BORA IVY PARK 7.0/8.0, DONGTAN 2 NEW URBAN DISTRICT

[7.0]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C5블록
• 지하 3층~지상 48층 아파트 4개동, 오피스텔 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73~86㎡ 아파트 710세대 / 56㎡ 오피스텔 280실

[8.0]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C8블록
• 지하 3층~지상 48층 아파트 5개동, 오피스텔 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73~86㎡ 아파트 671세대 / 56㎡ 오피스텔 280실

 동대구 반도유보라
       DONGDAEGU BANDO U-BORA

•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16길 11번지 일원  
• 지하 3층~지상 24층 아파트 9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39~84㎡ 총 764세대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유보라 메이플타운 2.0
       DASAN NEWTOWN BANDO U-BORA MAPLETOWN 2.0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B5블록 
• 지하 2층, 지상 25~30층 아파트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76㎡, 84㎡ 총 1,261세대

 송산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BANDO U-BORA IVY PARK, SONGSAN NEWTOWN

•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EAB6블록
• 지하 1층~지상 25층 아파트 1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74㎡, 84㎡ 총 980세대

 의정부 민락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UIJEONGBU MILLAK 2TH DISTRICT BANDO U-BORA IVY PARK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 공공주택지구 B-10블록
• 지하 1층~지상 30층 아파트 10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78~84㎡ 총 939세대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4차
       HANGANG NEWTOWN BANDO U-BORA 4TH PHASE

•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Cc-01블록 
• 지하 2층~지상 34층 아파트 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  78㎡, 87㎡ 총 461세대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5차
       HANGANG NEWTOWN BANDO U-BORA 5TH PHASE

•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3-19
• 지하 2층~지상 30층 아파트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96~104㎡ 총 480세대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4.0
       BANDO U-BORA IVY PARK 4.0, DONGTAN 2 NEW URBAN DISTRICT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C15블록 
• 지하 3층~지하 40층 아파트 6개동, 오피스텔 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  84~96㎡ 아파트 740세대 / 59㎡ 오피스텔 154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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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소사벌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BANDO U-BORA IVY PARK IN PYEONGTAEK SOSABEOL

•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지구 B-7블록/B-8블록
• 지하 1층~지상 25층 아파트 1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74~84㎡A,B 총 1,345세대

 세종 1-4생활권 반도유보라
       SEJONG 1-4 LIFE ZONE BANDO U-BORA

• 세종시 1-4생활권 H1블록 
• 지하 2층~지상 30층 아파트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  84㎡A, B, C 총 580세대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0
       BANDO U-BORA IVY PARK 4.0, DONGTAN 2 NEW URBAN DISTRICT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12길 17 
• 지하 1층~지상 20층, 아파트 1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59~84㎡ 아파트 1,135세대

 남양주 진접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
       BANDO U-BORA MAPLE TOWN, NAMYANG-JU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택지개발지구 5블록
• 지하 1층~지상 7층 아파트 33개동
•  84㎡ 총 873세대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BANDO U-BORA IVY PARK, DONGTAN 2 NEW URBAN DISTRICT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A18블록
• 지하 2층~지상 27층 아파트 1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84~99A,B㎡ 총 904세대

 당산동 반도유보라 팰리스
       BANDO U-BORA PALACE IN DANGSANG-DONG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1-3번지 외 2필지
• 지하 2층~지상 21층 아파트 6개동
•  84~207㎡ 총 299세대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반도유보라
       BANDO U-BORA, DONGTAN 1 NEW URBAN DISTRICT

•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4-4블록 
• 지하 2층~지상 32층 아파트 1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59~84㎡ 총 1,473세대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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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반도유보라
       ASAN BANDO U-BORA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019번지 일원
•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59㎡ 총 650세대

 평택 용이 반도유보라
       BANDO U-BORA, YONGI, PYEONGTAEK

•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492-1번지  
• 지하 1층~지상 18층 아파트 8개동
•  84~192㎡ 총 480세대

 온천동 반도 보라스카이뷰
       BANDO BORA SKYVIEW, ONCHEON-DONG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12-1번지  
• 지하 3층~지상 40층 아파트 8개동
•  84~182㎡ 총 1,149세대

 남양산역 반도유보라 6차
       NAMYANGSAN STATION BANDO U-BORA 6TH PHASE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48-5번지
•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59~87㎡ 총 827세대

 대구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DAEG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BANDO U-BORA IVY PARK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1199번지
• 지하 2층 ~ 지상 25층 아파트 9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68~84㎡ 총 813세대

 대구 테크노폴리스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DAEGU TECHNOPOLIS BANDO U-BORA IVY PARK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폴리스 19블록
• 지하 1층 ~ 지상 18층 아파트 1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70~84㎡ 총 845세대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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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시설 확충사업 | EXPANSION PROJECT OF BEXCO FACILITIES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3번지 일원 지하 2층, 지상 5층 | 연면적 : 121,063㎡ | 공사기간 : 2009.12.31~2012.05.18

완벽한 품질을 위한 정밀한 기술과 감동을 전하는 건축디자인의 조화를 반도건설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들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랜드마크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창조적인 디자인을 통한 공간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ando Construction spares no efforts in pursuing perfectly-balanced architectural designs with the finest quality and inspiration.
We define the beauty of space through creative designs in stadiums hosting the Asian Games as well as each and every landmark building nationwide.

디자인을 입은 건축, 반도건설은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Architecture Wears Design, Bando E&C Paves the Way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 Architecture Business |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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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 종합실험동 건립공사
       CONSTRUCTION WORKS OF RESEARCH BUILDING, AJOU UNIVERSITY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1번지 외 20필지
• 지하2층~지상7층
• 연면적 : 13,102.18㎡ 

 목동 메디컬 센터
       MOK-DONG MEDICAL CENTER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68번지
• 지하4층~지상9층 
• 연면적 : 27,596.06㎡

 삼성생명 세종시 부지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WORKS OF SAMSUNGLIFE SEJONG CITY SITE

• 세종특별자치시 2-4생활권 CB-8-3(나성동 742번지)
• 지하3층~지상8층
• 연면적 : 13,764.30㎡

 인천 8부두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CONSTRUCTION PROJECT OF SANGSANGPLATFORM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4-161외 4필지
• 지상4층
• 연면적 : 25,183.88㎡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문학경기장 수영장 건설공사
       CONSTRUCTION WORKS OF THE MUNHAK STADIUM FOR THE 2014 INCHEON ASIAN GAMES 
•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515번지 일원(문학경기장 내)
• 지하 1층~지상 3층 
• 연면적 : 18,1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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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학교 현대화사업
      BUSAN HIGH SCHOOL RENOVATION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4동 806번지 
• 지하 1층~지상 9층
• 20,836㎡

 경남대학교 60주년 기념관
       GYEONGNAM UNIVERSITY 60TH ANNIVERSARY MEMORIAL CENTER

• 경상남도 마산시 월영동 449번지외 
• 지하 1층~지상 5층
• 5,487㎡

 부산국립국악원
       BUSAN NATIONAL GUGAK CENTER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 지하 2층~지상 4층
• 연면적 : 20,122.31㎡

 부산 연제구청사
      BUSAN YEONJE DISTRICT HALL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 지하 1층~지상 5층
• 13,849㎡

 부산 강서구청사
       BUSAN GANGSEO DISTRICT HALL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 지하 2층~지상 8층
• 16,002㎡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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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학경기장 건설공사
       CONSTRUCTION WORKS FOR THE SEONHAK STADIUM FOR THE 2014 

       INCHEON ASIAN GAMES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82번지 일원 
• 하키경기장(지하 1층, 지상 3층) 및 다목적체육관(지하 1층, 지상 3층)
• 연면적 : 13,153.91㎡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 1단계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WORKS OF STAGE 1,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S COMPLEX DEVELOPMENT PROJECT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2번지 일원
• 지하 3층~지상 63층
• 연면적 : 196,696.38㎡

 코레일유통㈜ 본사사옥 건립공사
       KORAIL DISTRIBUTION CO., LTD. HEAD OFFICE BUILDING CONSTRUCTION WORK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3 
• 지하 4층~지상 20층 
• 연면적 : 50,955.3㎡

 아주대학교 기숙사 건립공사
       CONSTRUCTION WORKS OF DORMITORY, AJOU UNIVERSITY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 지하1층~지상11층(360실)
• 연면적 14,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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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 Knowledge Industry Center |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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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 아이비밸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70-1번지 •지하 3층~지상 17층/1개동 •연면적 40,818.8820㎡

주택 및 다양한 건축사업으로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에 특화된 공간을 만듭니다.

건물 외관 및 쾌적한 조경, 커뮤니티 등 다양한 특화설계로 입주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최적의 업무환경을 제공합니다.

Bando create a space specialized for business based on the experience and technology accumulated in housing and various building projects.
We provide an optimal work environment with high satisfaction of tenant companies with various specialized designs such as building exterior, pleasant landscaping, and communities.

비즈니스 플랫폼의 진화, 반도건설의 앞선 기술력이 만듭니다
Preceding technical skills of Bando make business platforms evolutive 

 영등포 반도아이비밸리 
      YEONGDEUNGPO BANDO IVY VALLEY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145, 142-2, 135-1
• 지하 4층 ~ 지상 11층
• 연면적 38,870.0857㎡

 성남 고등지구 지식산업센터
        SEONGNAM GODEUNG  

DISTRICT KNOWLEDGE INDUSTRY CENTER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518-1번지
• 지하3층~지상8층 
• 연면적 : 41,53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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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트인 도로를 통해, 드넓은 항만을 통해 더욱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반도건설이 함께 합니다.

Bando E&C is committed to create a greater Korea through lengthened roads and widened ports.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 힘! 반도건설의 열정은 무한합니다
Bando E&C’s passion to renew and recreate Korea is infini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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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 Civil Business |토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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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산터널공사
SUJEONGSAN TUNNEL CONSTRUCTION

• 터널연장 4,695m | 상하행 분리구조 내공

 남항대교 건설공사
NAMHANG BRIDGE CONSTRUCTION

• 교량연장 830m | 폭 25.6~35m

 부산지하철 연장공사
BUSAN SUBWAY EXTENSION CONSTRUCTION

• 다대구간 1공구 | 총 1,830m

 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준설 투기장 공사
BUSAN NEW PORT SOUTH CONTAINER PIER DREDGING
ARENA CONSTRUCTION

• 호안 1,950m | 배후수로 1,836m

 동탄5-2공구 택지개발사업
DONGTAN 5-2 ZON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 부지조성 1,338,820㎡

 신분당선연장(정자~광교)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SINBUNDANG LINE EXTENSION(JEONGJA ~ GWANGYO)
DOUBLE TRACK RAILWAY PRIVATE INVESTMENT PROJECT

• 연장 12.8km,정거장 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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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 개발에서 자원 재활용 등 녹색산업의 비전은 이미 세계적인 이슈이자 실천과제로 

반도건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Bando E&C is marshalling our country toward a new future through continued technology development based on vision for
a green industry comprising of eco-friendly energy development and resource recycling.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비전,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또 하나의 힘입니다

We Are Building Future Competitiveness With a Vision In Sustainable Green Growth 

1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 Plant Business |플랜트사업

이미지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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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림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공사
JANGNIM SEWAGE DISPOSAL PLANT PHASE 2 CONSTRUCTION

•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285,000T/day

 덕산 정수장슬러지처리 2단계 시설공사
DEOKSAN FILTRATION PLANT SLUDGE DISPOSAL PHASE 2

• 시설용량 Q800,000톤 배수처리

 녹산하수처리장 방류 관거 건설공사
NOKSAN SEWAGE DISPOSAL PLANT, DISCHARGE CONSTRUCTION

• 길이 7,243m D 2,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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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대한민국 최초로 중동을 개발하다!
Bando E&C, the first Korean Company To Develop the Middle East

중동지역 개발사업의 개척자가 되다
현지 토지를 직접 매입하여 시행, 시공 등 모든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진행한 개발사업은 

대한민국에서 두바이 유보라타워가 최초입니다.

Bando E&C Pioneers Land Development in the Middle East
Dubai U-Bora Towers is the first full-scale real estate development led by a Korean company from land 
purchase, to design, to construction to unit sales. 

100% 대한민국의 기술로
유보라타워에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 업체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골조공사는 보림토건, 커튼월 공사는 케이엔 월덱스가 담당하였으며, 마감공사 또한 국내 전문건설업체 다수가 참여하여 

명실공히 100% 대한민국의 기술로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A 100% Product of Korean Technology
U-Bora Towers is the culmination of the best technologies of Korean companies. It was completed entirely from the hands of Korean 
companies. Structure construction by Bolim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and outer curtain wall by KN Walldex. The interior works, 
including the electronics and home network system, also were Korean brands.

266m

228,519m

5.75。

두바이 내 단일 오피스타워 최대 규모의 건축물
두바이 부동산 관리청에 따르면 두바이 내 단일 오피스 건물 크기로는 최대 규모이며 

국내 최고층 오피스빌딩인 여의도 63시티(249m)보다 높습니다(266m)

U-Bora Towers is the largest office tower in Dubai 
According to Dubai Property Administration, it is the single largest office building in Dubai 
and its 266-meter height beats South Korea’s tallest 249-meter high 63 City in Yoeui-do.

삼성동 코엑스몰의 약 2배에 달하는 연면적
국내 최대 복합 쇼핑공간인 코엑스몰(약 119,000㎡)의 약 2배에 달하는 연면적 228,519㎡으로 

두바이 비즈니스베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이 되고 있습니다.

Size Enough to Cover Two COEX Malls In Seoul
The tower takes up a space - 228,519 square meters - doubling the 119,000-square meter Coex Mall
in Samsung-dong, Seoul, to represent a landmark in Business Bay.

평균 5.75도 비틀어진 각도, 60개 층이 서로 다른 평면으로 설계되다
두바이가 처음 만나는 나선형 구조의 건물 설계로 대한민국의 독창적인 건축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각 층마다 5.5° ~ 6°의 각도로 비틀어져있어 60개 층 모두 다른 평면 설계로 

입주자가 필요한 면적과 디자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The building is on average 5.75 degrees tilted with all 60 stories designed with distinction 
The helical curve structure is a unique architecture technology to maximize the lake view from every angle.
Due to the tilted structure, all 60 floors are different, allowing the residents to design their
space with liberty and creativity.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 Dubai U-BORA TOWERS | 해외개발사업 두바이 유보라타워

최초·최고만이 존재하는 두바이에 또 하나의 최초를 세우다!

A new first joins Dubai where only the world’s tallest, biggest and the first exist

세계 최고, 최대, 최초의 개발사업과 건축물이 존재하는 두바이.

총 사업비 5억불, 약 3년 8개월의 시간을 거쳐 

반도건설의 자본과 기술로 이뤄낸 대한민국 최초의 중동 개발사업인

두바이 유보라타워는 하나의 건축물을 뛰어넘은 또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Dubai, where the world's best, largest, first development projects and buildings exist
Dubai U-Bora Towers, which is the Korea's first Middle East development project achieved with capital and technology of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through a total investment of US $500 million and about 3 years and 8 months,
will be remembered as another Korea beyond one building.

•대지 위치 : UAE 두바이 비즈니스베이 개발지역 •용도 : 업무, 주거, 상업시설(Mixed Use) •대지 면적 : 19,883㎡ •연면적 : 228,519㎡•업무시설 : 97,082㎡•주거시설 : 36,972㎡ •포디움(주차장) : 87,686㎡
•상업시설 : 7,086㎡ •건물 높이 : 60층, 266m •주거 세대 : 총 225세대 •주차 대수 : 2,425대

•Location : Business Bay Development Site, Dubai, UAE •Type : Mixed Use, commercial and residential facility •Land Size : 19,883 square meters •Space : 228,519 square meters, Office : 97,082 square meters 
•Residential : 36,972 square meters •Podium, including parking : 87,686 square meters •Commercial 7,086 square meters •Height : 60 floors, 266 meters •Residence : 225 households •Parking : 2,425 vehicles

프로젝트 개요

Project History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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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도전으로

두바이의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WE ACCOMPLISH A DUBAI 
LANDMARK IN 

FIRST CHALLENGE!

두바이 프로퍼티사와 토지 매매계약 체결

Signs land purchase contract with Dubai Properties

에이다스(AEDAS)사 설계계약 체결

Signs design contract with AEDAS 

마이다스에셋 부동산펀드에  

오피스부분 일괄 매매계약 체결

Sells commercial contracts to the real estate fund of Midas Asset

국내 모델하우스 개관 

Opens model house in Korea 

국내 최초 두바이 현지 모델하우스 개관

Opens model house in Dubai

기초 토목공사 개시

Initiates basic engineering construction

Enabling 공사완료

Completes enabling construction

유보라타워 본 공사 개시

Begins construction of U-Bora T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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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타워 기초타설(8,930㎥)

Completes basic framework on office tower

커튼월 시공 개시

Initiates construction for curtain wall

CNBC사로부터 IPA(International Property Awards)  

주거·상업 4개 부문 수상

Receives 4 International Property Awards by CNBC

Residential Tower 철골 Truss 양중

Hoists for residential tower Truss

에미레이츠24 현지 언론보도(2월 23일자)

Media Coverage by Emirates24

골조공사 완료 

Completes structure construction

소방안전검사 및 준공승인 접수

Registers safety examination and license of completion

두바이 유보라타워 준공 

Completes construction of Dubai U-Bora Towers

두 바 이 
유 보 라 타 워 의 

History Rising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두바이 최고의 오피스타워를 완성하겠다는 의지,

토지매입에서 시행·시공에 이르기까지 

총괄진행하는 개발사업을 해내겠다는 도전이 

두바이 유보라타워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반도건설 40년 역사(歷史)를 결집한 걸작이자 

건설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세운 역사(役事)입니다.

The will to finish the best-ever office tower in Dubai, and the 
venture to follow through the entire development project 
from land purchase to design, and construction has made the
dream of U-Bora Towers come true.
The towers are the culminated work of the four decades of
Bando E&C’s corporate history and national p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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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에 한국식
주상복합을 세우다

The LA dream
Construction of Korean style
commercial-residential multiuse
building in LA, California
The LA dreams

미국 건설시장은 까다로운 인허가 및 행정절차로 한국 건설사의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미국에서 한국 건설사가 직접 아파트를 짓는 경우는 

매울 드물다. 대부분 디벨로퍼로서 단순 개발사업 위주로 진행하며, 도중에 

토지를 매각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반도건설이 미국 LA 중심가에 ‘The BORA 3170’ 주상복합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집중되고 있다.

두바이에 이어 LA주택건설에 진출 

지난 2011년 두바이 유보라타워 성공 이후, 권홍사 회장은 제2의 해외개발을 

위해 그동안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사업지를 물색했다. 그 과정에서 주목한 

곳이 바로 미국이었다.

진입장벽이 만만치 않았지만 권홍사 회장은 2028년 올림픽 개최 등 대형 

개발호재로 LA 지역에 제2의 건설붐이 조성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사업 TF팀과 함께 현장을 2년간 직접 방문하며 시장 인프라, 

인허가 및 행정절차,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설계 초기단계부터 

해외 공사 유경험 직원들과 전문가를 영입해 현지 건축법과 인허가 문제 및 

기술적인 리스크까지 세밀하게 준비했다. ‘The BORA 3170’ 주상복합은 단순한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투자가 아니라 직접 설계 및 시공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한국의 주택기술력과 브랜드를 접목한 미국 내 첫 주택 프로젝트다.

한국식 주거문화를 접목한 고급 타운하우스를 선보이다

반도건설은 우리나라의 앞선 주택건설 기술 및 첨단 공법과 반도건설만의 

특화설계 등을 접목해 LA 한인타운에 랜드마크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함 

으로써 미국에 새로운 주거 트렌드 제시할 계획이다. 이곳은 LA 한인타운 

중심에 위치해 최고의 입지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3면이 도로에 둘러싸인 곳으로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전망이 

탁월하며, 인근에 한인마트, 초등학교, 공원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편리 

하다. 단지 내 다양한 상업시설로 원스톱라이프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반도 

건설은 미국에서도 ‘유보라’ 브랜드를 적용해 ‘The BORA’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였다. ‘The BORA 3170’ 주상복합은 두바이 유보라 타워에 이어 미국에서 

해외사업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제시 할 것이다. 이제 유보라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주택 브랜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Introducing a luxury townhouse incorporating
Korean-style residential culture
BANDO CONSTRUCTION plans to present a new residential trend in the United States 
by constructing a landmark residential-commercial complex apartment in Korean Town 
of Los Angeles by combining Korea's advanced housing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ethods and special designs unique to BANDO CONSTRUCTION.
The site is located in the heart of Korea Town and is considered as a prime location. In 
particular, the site is surrounded by roads on three sides with no tall buildings in nearby 
areas to block the views, and the Korean mart, elementary school and parks make the 
site an ideal location for residential buildings. Having various commercial facilities for 
onestop life is another advantage of the site. “The BORA 3170” residential-commercial 
complex will present a new success model for overseas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following Dubai's U.Bora Tower. BANDO CONSTRUCTION also introduced the U.Bora 
brand by naming the project “The BORA.” Today, U.Bora is now leapfrogging from being a 
domestic brand to a truly global housing brand.1

2

The USA construction market is famous for having high entry barriers including strict 
licensing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us very difficult for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to enter. Perhaps this is the reason there are very few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to build apartments in the USA. Most project proceed as simple development 
projects, and often end up selling the land and leaving. It, therefore, drew considerable 
interest when BANDO CONSTRUCTION announced to build “The BORA 3170” residential-
commercial complex project in the downtown area of Los Angeles, USA in 2020.

Advancing into LA housing construction after Dubai 
Upon successful development of Dubai U.Bora Tower in 2011, Chairman Kwon Hong-
sa has visited various countries and searched for business sites for the second overseas 
development. It was the United States that got his attention. Although the entry barrier 
was high, Chairman Kwon Hong-sa noted that the second construction boom in the Los 
Angeles area was happening in the area due to the 2028 Olympics. He formed a USA TF 
team to visit the area personally for the next two years, analyzing market infrastructure, 
licensing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business feasibility. In particular, he started 
enrolling professional personnel with overseas construction experience from the initial 
stage to analyze the local architectural laws and regulations, and technical problems and 
risks in details. “The BORA 3170” was being planned not simply as an investment project, 
but a true development project from the design to construction, a first project in the USA 
that will apply Korean housing technology and brand power.

 LA The BORA 3170 건설 관련 기사
AN ARTICLE ON THE CONSTRUCTION OF LA THE BORA 3170

 LA The BORA 3170 조감도
BIRD’S EYE VIEW OF LA THE BORA 3170

‘The BORA 3170’ 프로젝트 개요
· LA 중심가에 위치한 252세대 아파트 및 상가 

(317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6) 
·규모 : 지하1층~지상8층 총 252세대(studio-115, 1bed-131, 2bed-6)
·대지면적 : 51,223sf / 연면적 : 334,970sf / 상업시설 : 16,000sf, 주차 273대 
·공사기간 : 2020년 1월~2022년 5월 예정(28개월)

‘The BORA 3170’ PROJECT OVERVIEW
· 252 apartments and shopping malls located in downtown Los Angeles 

(317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6) 
·Scale : A total of 252 households on B1~8F(studio-115, 1bed-131, 2bed-6)
·Area of site :  51,223sf / Total floor area : 334,970sf /  

Commercial facility : 16,000sf, 273 parking spaces
·Construction period : Scheduled for January 2020 to May 2022 (28 months)



에드워드 코스 EDWARD COURSE
화려하고 부드러운 계단형의 에드워드 코스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골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Recommended and loved by golfers for its relaxing 
atmosphere and natural stair-like design.

윌리엄 코스 WILLIAM COURSE
넓은 평원 위에 펼쳐진 호수와 그 중앙의 아일랜드 그린이 돋보이는 
윌리엄 코스는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된 남성적 코스입니다.

Offers masculine and modern features spread across 
a large field with a stream flowing in the center. 
Irish green augments British touch.

헨리 코스 HENRY COURSE
울창한 숲을 끼고 와일드한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정통 우드랜드 코스입니다.

Designed as traditional woodland course with a 
challenging wild forest.

클럽개요
클 럽 명 : 보라 C.C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삼동로 404
대표전화 : 052)255-1000
규 모 : 27홀 (1,412,662㎡)
코스규모 : 7,200야드 (27HOLE 중 18HOLE 기준)
코스설계 : 김명길, 로버트 헌트

Club Introduction
Name : Bora Country Club
Address : 404, Samdong-ro, Samdong-myeon, Ulju-geun, Ulsan
Contact : 052) 255-1000
Scale : 27 holes (1,412,662 square meters)
Course Details : 7,200 yards (based on 18 holes out of 27)
Course Design : Kim Myeong-gil and Robert Hunt

| Leisure Business | 레저사업

감동의 차이를 만드는 세계감각의 레저문화를 엽니다!

We Introduce World-quality and Different Kind of Experience in Leisure

유럽식 정통 골프의 진수를 선보이는 보라 C.C와 자연을 품은 수도권 프리미엄 퍼블릭 골프클럽 이천 더 크로스비 G.C,  

휴양과 골프를 함께 즐기는 일본 North Shore C.C, KAMO G.C, 미국의 Crosby G.C, 사이판 리조트는 감동의 깊이가 다른 레저문화의 주역입니다. 

대자연의 호쾌한 풍광과 유려한 골프코스, 세심하고 정성이 가득한 서비스 시스템으로 한 차원 높은 레저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The Bora Country Club in Ulsan, Korea, offers a European style golf course.  North Shore Country Club and Kamo Golf Club in Japan provide a satisfying and memorable resort and golf 
experience. The golf courses spread out along scenic natural environment supplemented by a delicate and sincere service system to offer a top quality experience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Advanced & New 새로움으로 내일을 앞서다 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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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 더 크로스비 골프클럽
HOBEOP THE CROSBY GOLF CLUB

The Crosby G.C

■주소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798번길 177 ■대표 전화 : 031-730-8600(http://thecrosbygc.co.kr) ■규모 : 27홀

음악과 자연 속으로의 초대라는 테마로 조성된 더 크로스비 호법 “골프코스는 웅대하고 아름다워야 하며 전략적 플레이를 요구 해야 한다”는 설계 철학으로 
자연, 아름다움, 도전 승부욕을 자극하는 아리아·빌리·샬롯 세 가지 코스 레이아웃으로, 대한민국 퍼블릭 골프장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해나갈 것입니다.

HOBEOP the crosby golf club created under the theme of "Invitation into Music and Nature" will lead the new culture of public golf courses in Korea with a design philosophy 
that "golf courses must be grand and beautiful and require strategic play" and three course layouts that stimulate nature, beauty, and desire to win.

골프장 주변에 위치한 4개의 IC에서 골프장까지 10여 분만에 도착이 가능한 최고의 입지를 갖췄습니다.

The club have the best location to reach the golf course in about 10 minutes from four ICs.

클럽개요
클럽명 : 더 크로스비 골프클럽
주소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798번길 177
대표전화 : 031)730-8600
규모 : 27홀
코스설계 : 추보현, 사토겐타로

The Crosby Golf Club
Name : The Crosby Golf Club
Address : 177 Jungbu-daero 798beon-gil, Hobeop-myeon, Icheon-si, Gyeonggi-do
Contact : 031)730-8600
Scale : 27 holes (1,063,145㎡)
Course Design : Choo Bo-hyeon and Kentaro S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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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Shore C.C

■주소 : 이바라키현 나메가타군 키타우라마치 야마다 2423 ■대표 전화 : 0291-35-1900(http://nscc.golftk.com) ■규모 : 18홀(990,000㎡)

일본에서의 온천과 골프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North Shore C.C는 관동지방 이바라키현 나메가타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리타 공항으로부터 30분 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특히 보라 C.C의 정회원 분들께는 우선적으로 준회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North Shore Country Club, located in Namegata district in the Ibaraki Prefecture is equipped with an excellent golf course and hot spring.
It is just a 30-minute drive from Narita Airport and members of Bora Country Club can enjoy benefits as guest members.

KAMO G.C

■주소 : 치바현 이치하코시 츠키테 81 ■대표전화 : 0436-96-1111 (http://kamogolfclub.co.jp) ■규모 : 18홀(775,000㎡)

KAMO G.C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린 웅대한 레이아웃을 실현하며 하네다공항에서 30분, 도쿄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8년 개방한 만큼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는 골프장입니다.

KAMO Golf Club prides on immense layout space that maximized natural setting and is only 30 minute drive from Haneda Airport
and within one hour’s drive from Tokyo. The golf club has opened in 1978 and its long history and tradition augments the course’s classical allure.

(주)반도 JAPAN ㅣ 일본 동경 인근 명문 골프장
BANDO’S NEW ATTRACTION IN JAPAN Bando Japan Corp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Advanced & New 새로움으로 내일을 앞서다

North Shore C.C
Tokyo 이바라키현

KAMO G.C
Tokyo 치바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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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cific Palm Resort at Saipan

■주소 : 506275, Saipan MP 96950 ■세대수 : 35세대(A1-7세대, A2-7세대, B-8세대, C-8세대, D-3세대, E-2세대) ■규모 : 지상 1층 20개동, 지상 2층 관리동

사이판 마리아나 제도 해안가에 위치한 Pacific Palm Resort는 수영장, 정원, 산책로, 테니스장 등을 갖춘 고급형 리조트입니다.

Located on the coast of Saipan Mariana Islands, The Pacific Palm Resort is a luxurious resort with swimming pools, gardens, promenades and tennis courts.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미국 샌디에고 서부 해안의 명문 골프장 사이판 퍼시픽 팜 리조트

The Crosby National Golf Club

■주소 : 17102 Bing Crosby Blve. San Diego, CA 92127 ■대표 전화 : 858.756.6310(www.thecrosbyclub.com) ■규모 : 18홀

The Crosby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안에서도 역사가 깊고 인기 있는 지역 ‘란쵸 산타페(Rancho Santa Fe)’에 위치한 고급 골프장입니다.
테니스 가든, 수영장 이용이 가능한 스포츠 센터와 클럽하우스, 18개의 홀을 갖춰 회원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he Crosby is a high-class golf course located in ‘Rancho Santa Fe’, a historic and popular area in San Diego, California, USA.
Equipped with a garden, tennis courts, sports center, swimming pool, 18 holes and a clubhouse, it provides the highest level of service to members.

Advanced & New 새로움으로 내일을 앞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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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 SOCIAL CHARITYCAMPAIGN | | Social Contribution | 사회공헌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Advanced & New 새로움으로 내일을 앞서다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시작, 건강한 희망을 나누어 진솔한 휴머니즘을 실천합니다
We practice genuine humanism with a belief in moving the world with small acts and healthy hope

지속적인 장학사업과 이웃돕기, 집 짓기 운동, 1사 1촌 결연 등 어린 꿈나무에서 실버세대까지,

사람을 향한 진정한 나눔과 응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반도건설은 실천하는 믿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will prove through actions that we can change the world with sincere sharing and support.  We carry out programs for the young and elderly which 
include scholarships, sponsorship, build-a-house projects, and an alliance with rur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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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장 지원

Support for the Children
Household Heads

학원 발전기금

Academic Development Fund

장학사업 전개

Development of the
Scholarship Project

농촌 봉사활동

Village Volunteering
Activities

노인 복지활동

Welfare Activities
for the Elderly

1 2

 창원 지역인재양성 장학금 전달
Transfer of scholarships for fostering talent in Changwon

    창원 취약계층 노후주택 보수공사 지원
Support for the repair of old houses for the vulnerable in Changwon

 고양 장애인 시설 물품 지원
Support for commodity for Goyang disabled facilities

 건설재해근로자 지원금 1억원 기탁
Support for living expenses for workers in construction accidents 

 공학교육 발전 및 공학교육인증제도 확대 업무 협약 체결
Signed an agreement to develop engineering education and expand the  
certification system of engineering education

 반도 문화재단 / 동탄2신도시 아이비라운지 개관
A happier house with culture - BANDO Cultural Foundation



공사명 현장 위치 공사 규모

창원 마창대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Machang Bridge Bando U-Bora Ivy Park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354 연면적 134,545.4538㎡ 847세대 9개동(지하3층~지상25층)

양평 다문지구 반도유보라 Yangpyeong Damun Bando U-Bora 경기도 양평군 다문리 213번지 일원 연면적 108,647.8971㎡ 740세대 9개동(지하2층~지상23층)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 Seodaegu Staion Bando U-Bora Centum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083-2번지 일원 연면적: 241,947.7678㎡ 1678세대 11개동 (지하2층~지상23~35층)

울산 우정동 반도유보라 Ulsan Ujeong-Dong Bando U-Bora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86-1번지 일대 연면적: 92,405.61㎡  아파트 455세대, 오피스텔 40실 3개동 (지하7층~지상49층)

성산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Seongsan Bando U-Bora Ivy Park 경상남도 창원시 사파지구 공1블럭 연면적: 159,643.2630㎡ 1045세대 17개동 (지하3층~지상15층)

운서역 반도유보라 Unseo Staion Bando U-Bora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9-4번지 연면적: 97,651.4473㎡ 450세대 6개동 (지하3층~지상26층)

광주 남구 반도유보라 Gwangju Namgu Bando U-Bora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63-1번지 일원 연면적 128,999.1305㎡ 889세대(27층)

신구포 반도유보라 New Gupo Bando U-Bora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720번지 일원 연면적 116,274.5224㎡ 790세대(28층)

대구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0 Daeg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Bando U-Bora Ivy Park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화산리 1105번지 연면적 116,523.1054㎡ 775세대(25층)

대구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 Daeg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Bando U-Bora Ivy Park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 A4BL 연면적 79,597.7699㎡ 527세대(25층)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Wonju Enterprise City Bando U-Bora Ivy Park 강원도 원주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1-2, 2-2BL 연면적 1-2BL : 77,981.1581㎡ 548세대 / 2-2BL : 113,240.1109㎡ 794세대

고양 지축역 반도유보라 Goyang Jichuk Station Bando U-Bora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 B-3BL 연면적 83,129.3710㎡ 549세대(29층)

일산한류월드 유보라 더스마트 Ilsan Hallyu World U-Bora The Smart 경기도 고양시 관광문화단지 O1BL 연면적 93,658.1339㎡ 924실(36층)

안양명학역 유보라 더스마트 Anyang Myeonghak Station U-Bora The Smar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576-1 외 1필지 연면적 47,723.71㎡ 아파트 200세대, OT150실(26층)

신당 파인힐 하나 유보라 Sindang Pinehill Hana U-Bora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71외 10필지 연면적 67,842.3285㎡ 718세대(20층)

울산 송정지구 유보라 아이비파크 Ulsan Songjeong Bando U-Bora Ivy Park 울산광역시 송정지구 B-5BL 연면적 180,127.7551㎡ 1,162세대(25층)

다산신도시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2.0  Dasan NewTown Bando U-Bora Mapletown 2.0 경기도 남양주 다산지금지구 B-5BL 연면적 194,545.6339㎡ 1,261세대(25~30층)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0.0 2단지 Bando U-Bora Ivy Park 10.0 2Block , Dongtan 2 New Urban District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79BL 연면적 256,770.6587㎡ 1,515세대(20층)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0.0 1단지 Bando U-Bora Ivy Park 10.0 1Block , Dongtan 2 New Urban District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80BL 연면적 166,167.2046㎡ 1,241세대(20층)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6차 Hangang NewTown Bando U-Bora 6th Phase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Ac-20BL 연면적 29,745.3732㎡ 199세대(12층)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9.0 Bando U-Bora Ivy Park 9.0, Dongtan 2 New Urban District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98BL 연면적 135,230.4966㎡ 689세대(20층)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8.0 Bando U-Bora Ivy Park 8.0, Dongtan 2 New Urban District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C-8BL 연면적 166,689.1898㎡ 951세대(42층)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 Bando U-Bora Ivy Park 7.0, Dongtan 2 New Urban District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C-5BL 연면적 166,825.257㎡ 990세대(48층)

다산신도시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 Dasan NewTown Bando U-Bora Mapletown 경기도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B-6BL 연면적 118,781.7017㎡ 1,085세대(30층)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5차 Hangang NewTown Bando U-Bora 5th Phase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Ac-03BL 연면적 91,936.7163㎡ 480세대 6개동(30층)

송산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Bando U-Bora Ivy Park, Songsan Newtown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EAB6블록 연면적 153,622.6663㎡ 980세대 12개동 (25층)

동대구 반도유보라 Dongdaegu Bando U-Bora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16길 11번지 일원(신천3동 4-10번지 일원) 연면적 108,441.4979㎡ 764세대 9개동(17~24층)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4차 Hangang Newtown Bando U-Bora 4th Phase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Cc-01블록 연면적 95,090.5307㎡ 461세대 4개동(34층)

의정부 민락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Uijeongbu Millak 2th District Bando U-Bora Ivy Park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 공공주택지구 B-10블록 연면적 142,600.0546㎡ 939세대 10개동(30층)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3차 Hangang Newtown Bando U-Bora 3th Phase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Ab-17블록 연면적 92,220.0822㎡ 662세대 14개동(5~12층)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6.0 Bando U-Bora Ivy Park 6.0,Dongtan 2 New Urban District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2블록 연면적 80,035.7347㎡ 532세대 6개동 (29층)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 Bando U-Bora Ivy Park 5.0,Dongtan 2 New Urban District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37블록 연면적 82,155.6036㎡ 545세대 5개동(29층)

동탄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4.0 Bando U-Bora Ivy Park 4.0,Dongtan 2 New Urban District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C-15블록 연면적 207,333.0962㎡ 740세대, 154호 7개동(40층)

강원혁신B-1BL 아파트 건설공사 Gangwon Innocity B-1BL Apartment Construction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연면적 28,737평, 16동 / 지상15층

완주삼봉A-1BL 아파트 건설공사 Wanju Sambong A-1BL Apartment Construction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일원 연면적 51,581.36㎡, 4동 / 지상15층

대구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Daeg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Bando U-Bora Ivy Park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1199번지 연면적 126,547.0946㎡ 813세대 9개동(25층)

남양산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6.0 Namyangsan Station Bando U-Bora 6th Phase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48-5번지 연면적124,014.8649㎡ 827세대 11개동(29층)

세종 1-4생활권 반도유보라 Sejong 1-4 Life Zone Bando U-Bora 세종시 1-4생활권 H1블록 연면적 122,866.5993㎡ 580세대 8개동(30층)

평택 소사벌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Bando U-Bora Ivy Park in Pyeongtaek Sosabeol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지구 B-7블록/B-8블록 연면적 200,289.4789㎡ 1,345세대 15개동(25층)

남양산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  Namyangsan Station Bando U-Bora 5th Phase 경상남도 양산신도시 물금택지지구 13블록 연면적 177,091.4007㎡ 1,244세대 16개동(25층)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0 Bando U-Bora Ivy Park 3.0, Dongtan 2 New Urban District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38블록 연면적 143,707.0632㎡ 1,135세대 17개동(20층)

대구 테크노폴리스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Daegu Technopolis Bando U-Bora Ivy Park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폴리스 19블럭 연면적 117,499.3379㎡ 845세대 12개동(18층)

아산 반도유보라 Asan Bando U-Bora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019번지 일원 연면적 80,743.0563㎡ 650세대 8개동(25층)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 Bando U-Bora Ivy Park 2.0, Dongtan 2 New Urban District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13BL 연면적 151,395.9448㎡ 999세대 11개동(25층)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Bando U-Bora Ivy Park, Dongtan 2 New Urban District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18BL 연면적 151,874.15㎡ 904세대 12개동(13~27층)

양산4차 반도 유보라 Bando U-Bora, Yangsan 4th phase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 택지개발지구 46BL 연면적 203,144.3822㎡ 1,210세대 16개동(29층)

고양원흥 A4BL 아파트 2공구 Second Section of A4BL Apartment 2, Wonheung, Goyang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원흥 택지개발지구내 A4BL 연면적 76,077㎡ 598세대 9개동(10~25층)

양산3차 반도유보라 Bando U-Bora, Yangsan 3rd phase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 47블럭 연면적 82,191.9769㎡ 648세대 13개동(10~25층)

양산2차 반도유보라 Bando U-Bora, Yangsan 2nd phase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2-14 연면적 88,059.7750㎡ 631세대 7개동(22~27층)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Bando U-Bora, Hangang New Town, Gimpo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택지개발지구 Aa-09블럭 연면적 186,095.6641㎡ 1,498세대 13개동(20~30층)

인천청라 A37BL 반도유보라 Bando U-Bora, Cheongna, A37BL, Incheon 인천 자유경제구역 청라택지개발지구내 A37BL 연면적 153,208㎡ 754세대 7개동(30층)

인천청라 A33BL 반도유보라 Bando U-Bora, Cheongna, A33BL, Incheon 인천 자유경제구역 청라택지개발지구내 A33BL 연면적 36,622㎡ 174세대 4개동(15층)

대구 신매동 삼두아파트재건축현장 Samdoo Apartment Redevelopment, Shimae-dong, Daegu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162 연면적 42,136㎡ 262세대 4개동(14~17층)

평택용이 반도유보라 Bando U-Bora, Yongi, Pyeongtaek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평택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61블럭 2롯트 연면적 87,327㎡ 480세대 8개동(18층)

남양주 청학리 반도유보라 Bando U-Bora, Chonghakri, Namyang-ju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리 377-1 연면적 16,029㎡ 116세대 2개동(14~15층)

인천소래 A-3BL아파트 2공구 Second section of A-3BL Apartment, Sorae, Incheon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91번지 연면적 167,963㎡ 2,026세대 24개동(15층)

오산세교 B-4BL아파트 9공구 Ninth section of B-4BL Apartment, Segyo, Osan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오산신도시 택지개발지구 B-4BL 연면적 56,785㎡ 412세대 8개동(12~18층)

성남판교 A22-2BL아파트 A22-2BL Apartment, Pangyo, Seongna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택지개발지구 A22-2BL 연면적 84,575㎡ 584세대 11개동(8~22층)

진접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 Bando U-Bora Maple Town, Jinjeop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택지개발지구 5블럭 연면적 133,014.39㎡ 873세대 33개동(7층)

당산동 반도유보라 팰리스 Bando U-Bora Palace, Dangsan-don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1-3번지 외 2필지 연면적 68,707.78㎡ 299세대 6개동(16~21층)

김포 장기지구 반도유보라 Bando U-Bora, Janggi district, Gimpo 경기도 김포시 장기택지개발지구 7블럭 연면적 125,377.76㎡ 447세대 8개동(13~18층)

현석동 유보라아일랜드 U-Bora Island, Hyeongseok-d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석동 144번지 외 21필지 연면적 10,819㎡ 36세대 1개동 (7층)

화성 동탄 시범단지 반도유보라 Bando U-Bora, Trial Complex, Dongtan, Hwasung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내 4-4블럭 연면적 190,902㎡ 1,473세대 18개동 (21~32층)

주택사업  | HOUSING | 

공사명 현장 위치 공사 규모 연면적
인천 8부두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Sangsangplatform - Incheon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4-161외 4필지 지상 4층 25,183.88㎡

삼성생명 세종시 부지 신축공사 Samsunglife Sejong City Site 세종시 2-4생활권 CB-8-3(나성동 742번지) 지하 2층~지상8층 13,764.30㎡

아주대 종합실험동 건립공사 Experiment Building, Ajou University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1번지 외 20필지 지하 2층~지상7층 13,102.18㎡

서울 목동 메디컬 복합센터 신축공사 Mok-dong Medical Center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3동 1268 지하 4층 ~ 지상 9층 27493.01㎡

쌍문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Ssangmun Youth Housing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03-6, 103-211 지하 5층 ~ 지상 17층 (288세대) 15,471.68㎡

상봉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Sangbong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91-4,91-7 지하 7층 ~ 지상 17층 34,994.85㎡

아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Construction Works of Dormitory, Ajou University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지하 1층 ~ 지상 11층 14,681.22㎡ 

20-공-사0지역 시설공사 경상남도 사천시 일대 - -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신축공사 Taepyeong-4dong Integrated Welfare Facilities New Construction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132일대(태평동) 지하 2층 ~ 지상 5층 9,290.21㎡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학경기장 Seonhak Stadium, Incheon Asian Games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82번지 일원 지하 1층~지상 3층(하키경기장 및 다목적체육관) 13,153.91㎡

벡스코시설확충사업 Busa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Bexco, renovation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3번지 일원 지하 2층~지상 2층이상 121,063㎡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development project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722-1번지 일원 지하 3층~지상 63층 196,696.38㎡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문학경기장 수영장 건설공사 Swimming pool construction in Munhak Stadium for 2014 Incheon Asian Games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515번지 일원(문학경기장내) 지하 1층~지상 3층 18,193.56㎡

코레일유통㈜ 본사사옥 건립공사 Korail Distribution Co., LTD. Head Office Building Construction Work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3 지하 4층~지상 20층 50,955.3㎡

두바이 유보라 타워 Dubai U-Bora Towers 아랍 에미레이트 두바이 비즈니스 베이 지하 2층, Podium 5층, 업무시설 57층, 주거시설 16층 225,609㎡ 

경남대학교 60주년 기념관 Gyeongnam University 60th Anniversary Memorial Center 경상남도 마산시 월영동 449번지외 지하 1층~지상 5층 5,487㎡ 

경남대 북한대학원 통일관 Gyeongname University Unification Center at North Korea Graduate School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8-7 지하 2층~지상 3층 6,563.90㎡

반도 보라아이비타워 Bando Bora Ivy Tower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47-1번지 외 5필지 총 세대수 : 151세대 8,169.40㎡

구미 센츄리호텔 Century Hotel, Gumi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92-10번지 지하 1층~지상 10층 13,849.10㎡

부산국립국악원 Busan National Gukak Arts Cente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219-2 지하 2층~지상 4층 20,122.31㎡ 

부산 연제구청사 Busan Yeonje District Hall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57번지 지하 1층~지상 5층 13,849㎡ 

부산 강서구청사 Busan Ganso District Hall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지하 2층~지상 8층 16,002㎡ 

신평 반도빌딩 Bando Building, Shinpyeong 부산광역시 사하구신평동 지하 1층~지상 5층 6,433㎡

남포동 삼화빌딩 Samhwa Building, Nampodong 부산광역시 남포동 지하 4층~지상 13층 4,024㎡

김포 한강빌딩 Hangang Building, Gimpo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지하 2층~지상 4층 9,575㎡ (운동시설 4,024㎡)

부산고등학교 현대화사업 Modernization of Busan High School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4동 806번지 지하 1층~지상 9층 2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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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발주처 공사규모 현장위치
울산다운2지구 공공주택 조성공사 2공구 Daun2 Zon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조성공사 757,073㎡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일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조성사업 Jinhae Myeongdong Free Economic Zone Construction 지사융합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조성공사  505,694㎡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 40 (지사동)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 조성공사 Busan North Port Water Park Construction 부산항만공사 친수공원 58,200㎡, 조경 1식(문화공원 1개소) 부산광역시 동구 재개발공원일원

홍성군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아파트 전기공사 4공구 Apartment Electricity Corporation at Hongseong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저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Daejeo2 Redevelopment of Disaster Risk District 부산광역시 강서구
덕두 펌프장 신설 및 동방 펌프장 성능개량, 
유수지 2개소(V=12,000㎥) 등

부산광역시 

위도항 다기능어항(낚시관광형)조성공사 Wido Port Multi-function(Fishing Excursion Type) Fishery Port Development Project 조달청
대리잔교 L=235m, 파장금잔교 L=129m, 부잔교1식, 
해양레저공원지 A=26,344㎡, 캠핑장지구 A=7,644㎡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 위도항 일원

창원 가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대행개발) Changwon Gapo Public Housing District Construction (Agency Development)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택지조성 면적:143,341평 경상남도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신분당선(용산~강남)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Sinbundang Line(Yongsan ~ Gangnam) Double-track Railway Private Investment Project 새서울철도 총연장:7.5㎞, 터널:6.73㎞,기시공:0.07k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2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Daegok ~ Sosa Double-track Railway Private Investment Facilities Project 서부광역철도 118.3㎞ 정거장 3개역사(김포공항, 원종, 당아래) 경기도 고양시 대곡역~부천시 원미구 소사역

부산도시철도1호선연장(다대구간) 1공구 건설공사 Busan Urban Railway 1 Line Extension(Dadae Section) First Section Construction 부산교통공사 지하철연장 1,830m(본선1,681m, 정거장1개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175 (신평동)

동탄5-2공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대행개발) Dongtan 5-2 Zon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경기도시공사 부지조성 1,338.820㎡ 경기도 화성동탄(2) 5-2공구

신분당선연장(정자~광교)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Sinbundang Line Extension (Jeongja ~ Gwangyo) Double track Railway Private Investment Project 경기철도㈜ 연장 12.8㎞, 정거장 6개소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천마산 터널 건설공사 Mt.Cheonma tunnel construction 부산광역시 연장 3.28㎞, 터널 1개소 교량 3개소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23-34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건설공사 Busan New Port, the second road behind construction 부산시제2배후도로주식회사 연장 15.26㎞, 터널 5개소, 교량 18개소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17-1

석수골 정거장 건설공사 Construction works for the Seoksugol Station 이레일㈜ 5,27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00부대 이전사업 이주단지 대지조성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 Land creation of transfer of Corps 00 Brigade and new construction of housing development ㈜유니시티 567,403㎡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금강상류(심천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Geum River(Shimcheon section) river environmnet renovation 충북조달청 축제공(6,650m),호안공(6,817m)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일대

금호강금호동지구하천개수공사 Geumho River, geumho section, lower river developmn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축제공(L=16,003m),호안공(13,157m) 대구광역시 일원

자운제 축제공사 Jawonje embanking construction 강원지방조달청 축제공(L=3,568m),호안공(3,470m)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일원, 광원리 일원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 Sewage modernization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하수관거(D25~1,000mm) L=8,301m 부산광역시 하수관거신설공사 장림처리구역(장림분구)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Multiple-track railway Haman-Jinju section of Gyeongjeon Line 가야철도㈜ 복선전철 20.4㎞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신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New Industrial complex construction 울산광역시 A=2,491,66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온산읍~처용리 일원

고속국도 제104호선 냉정~부산간 건설공사(5공구) Naejeong-Busan (fifth section) expressway 104th line 한국도로공사 확장연장 4차로 → 8차로 : 4.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사상구 감전동

공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Stream renovation at Gongreung-cheon 서울지방조달청 하천조성공사 (L=16.05㎞)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교하읍 송촌리 구간 공릉천 일원

부산항 신항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Busan New Port, road construction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 17.54㎞(양방향 4차로) 경상남도 진해시 남문동~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낙동강 살리기 사업 24공구(성주,칠곡지구) Nakdong Rover renovation, 24th section (Seongju, Chilgok section)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한국수자원공사) 총연장 18.59㎞ 대구광역시 달성군 봉춘리~경상북도 칠곡군 포남리

부산도시철도1호선연장(다대구간)1공구 Busan City Subway extention (Dadae section) 부산교통공사 지하철연장 1,830m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차량기지~신평동 청호냉동

월미처리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 Wolmi wastewater pipe construction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차집관거공사(D350~D990) : L=3,677m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102-45번지

창원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 Relocation and base development for Changwon army ㈜유니시티 1,372,946㎡ + 00부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동촌리 일원/경남 창원시 중동 일원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본선,부대시설) Multiple-track subway construction Sosa-Wonshi section 이레일㈜ 본선 L=23,391㎞, 입출고선 L=2,1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소사역)~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원시역)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Multiple-track subway construction of Sinbundang Line 경기철도㈜ 12.8㎞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Mt.Cheonma tunnel 천마산터널㈜ 총연장 3.34㎞(4차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서구 암남동

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준설 투기장 공사 Busan New Port, south container pier dreding ground construction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호안 1,949m , 배후수로 1,831m 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

인천북항 일반부두 조성공사 Incheon North Port peir construction 해양수산청 20,000 WT급 3선식, 배후지 조성 2 인천북항 일반부두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공사 Yonghoman public stream reclamation 부산시 공유수면 매립 134,398㎡ 부산 용호만

보라 컨트리클럽 조성공사 Bora County Club development 반도개발 27홀 (1,412,662㎡)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부지 공사 Busan Ner Port, north container, back site construction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단지조성 1,478,841㎡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부산지하철 3호선 311공구 건설공사 Busan subway 3rd line 311 section 부산 교통공단 지하철연장 2,239m 부산지하철 3호선

남항대교 건설공사 Namhang Grand Bridge construction 부산광역시건설본부 교량연장 830m , 폭 18.5~38.6m 남항대교

수정산터널공사 Mt.Sujeong tunnel construction 부산광역시건설본부 터널연장 4,695m 상하행 분리구조 내공 부산광역시 동구

장림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공사 Jangnim sewage disposal plant phase 2 construction 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285,000 T/day 부산광역시 신평

컨테이터수송배후 도로2단계 공사 Container transportation 2nd stage 부산광역시 도로연장 2,685m 폭 35.8m 터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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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건설의 날 금탑산업훈장(권홍사 회장) 
2010 Gold Tower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dal On Construction Day
매년 주택건설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가 수여하는 이 상은 국가산업 발전에 
공이 큰 기업을 선별, 포상하는 대한민국 최고 영예의 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민훈장 모란장(제2136호) 
National Moran Medal
반도건설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에 
공이 큰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되는 국민훈장 모란장(문화훈장 대통령장)을 서훈받았습니다.

•주택건설의 날 동탑산업훈장
Industrial Effort Medal, Residential Construction Day
매년 주택건설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가 수여하는 이 상은 국가산업발전에 공이 큰 기업을 
선별, 포상하는 대한민국 최고 영예의 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민훈장 석류장(제4019호) National Seokryu Medal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발전과 글로벌화의 견인차역할을 해온 
반도건설이 정부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석류장을 서훈받았습니다.

2010년 건설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부산상공회의소 주최 ‘제 15대 경영대상’수상

대한건설협회 ‘동탑산업훈장’ 수상

크고 작은 수많은 상(賞)을 받았지만 고객님의 칭찬 만큼 큰 賞은 없었습니다.
We have received numerous awards, but our biggest reward is our clients satisfaction and praise.

2007년 건설협력증진대상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

2006년 국세청 모범납세자 감사장

2002년 한국경영자대상 수상

2002년 대한주택공사 우수시공업체 선정 

2001년 납세의 날 우수납세자 대통령 표창 

1997년 부산상공회의소 주최 제 15대 산업경영대상

기타 서훈내역  | OTHER AWARDS | 

•2021년 01월 국토부 선정 '제2회 에너지베스트 아파트 단지' 우수상(다산 진건 반도유보라) 

•2020년 07월 매일경제 살기좋은아파트 주거혁신부문 최우수상 수상(신당파인힐 하나유보라) 

•2020년 01월 국토부 선정 '제1회 에너지베스트 아파트단지' 우수상 수상(세종 반도유보라)

•2019년 12월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아파트대상 수상(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December 2019 Awarded the Grand Prize at the Korea Business Housing Culture Apartment (Wonju Company Town Bando U-BORA Ivy Park)

원주기업도시 중심생활권 프리미엄과 교육특화의 가치를 인정받아 아파트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9년 7월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부장관상 수상(신당 파인힐 하나유보라)   
    July 2019 Awarded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rize at the Contest of Korea Land (Sindang Pinehill Hana U-BORA)

기존 임대아파트와 차별화된 혁신설계 및 주거편의성을 인정받아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아파트대상 수상(울산 송정지구 반도유보라)
    December 2018 Awarded the Grand Prize at the Korea Business Housing Culture Apartment (Ulsan Songjeong Bando U-Bora Ivy Park)

송정지구 생활권의 대단지로서 외관특화 및 우수한 고객 맞춤설계를 인정받아 아파트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경기도 우수 시공업체 선정(의정부 민락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November 2018 Awarded the Construction Excellence Award at the Gyeonggi-do Province (Uijeongbu Millak2 Bando U-Bora Ivy Park)

단지 내 녹지 휴게공간 및 문화복합공간 조성 등 자연경관과 도시의 조화를 이룬 설계로 경기도에서 시공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17년 11월 한국경제 주거문화 아파트부문 대상 수상(동탄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9.0)
    November 2017 Awarded the Grand Prize at the Korea Business Housung Culture Apartment (Dongtan2 Bando U-Bora Ivy Park 9.0)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생활권의 프리미엄과 교육특화의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경제가 주관하는 주거문화대상 아파트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6년 8월 친환경 대표 아파트 환경부장관상 수상(동탄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0.0)
    August 2016 Awarded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ward as representative Eco-friendly apartment (Dongtan 2 Bando U-Bora Ivy Park 10.0)
    동탄호수공원 생활권의 쾌적한 환경을 갖춘 2,756세대 대단지로서 친환경 대표 아파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4년 7월 매일경제 살기 좋은 아파트 국무총리상 수상(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
    July 2014 Awarded the prime minister prize in Maeil Business Newspaper good apartment (Gimpo Han River New Town Bando U-Bora 2nd)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우수시공단지에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가 남다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12년 7월 한국경제 주거문화 아파트부문 대상 수상(청라 반도유보라 2.0)    
    July 2012 Awarded the Grand Prize at the Korea Business Housing Culture (Cheongna Bando U-Bora 2.0)

대한민국 아파트 주거문화를 선도해온 반도건설은 혁신평면 개발과 주민 생활편의시설 개발 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아파트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실적 | AWARDS | 

기타 수상실적(입주자 감사패) | OTHER AWARDS (APPRECIATION PLAQUE OF RESIDENTS) | 

2021년

2020년

2020년

2020년

2019년

2019년

2018년

2018년

2018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4년

2013년

6월

12월

3월

1월

11월

11월

9월

7월

6월

1월

8월

12월

7월

7월

4월

부산 구포3구역 조합원 준공 감사패

동대구 반도유보라 입주자 감사패

울산 송정 반도유보라 입주자 감사패

안양 명학역 유보라 더 스마트 입주자 감사패

원주기업도시 유보라 아이비파크 입주자 감사패

고양 지축역 반도유보라 입주자 감사패

동탄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입주자 감사패

반도유보라 10차 1단지 준공 감사패

대구 신천동 조합원 준공 감사패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4차 입주자 감사패

의정부 민락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입주자 감사패

양산신도시 반도유보라 5차 입주자 감사패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 입주자 감사패

경기도 선정 ‘품질 우수 시공단지’(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

대구 시지 반도유보라 입주자 감사패

2012년

2010년

2009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7년 

2006년

2006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4년

7월

6월

10월

10월

7월

10월

7월

7월

3월

12월

12월

11월

4월

2월

12월

한국경제주거문화 아파트부문 대상 수상(청라 반도유보라 2.0)

진접지구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 입주자 감사패

CNBC IPA 건축상 4개부문 수상

한국건축문화대전 준공건축물부분 우수상 수상

제12회 매일경제 살기좋은아파트 선발대회 우수상 수상

건설협력증진대상(건설교통부장관상 수상)

한국경제주거문화대상 수상(4년연속 수상)

한국경제주거문화대상 수상(홈네트워크 부문)

납세자의 날 우수 납세자 표창

한국경제주거문화대상 수상(웰빙아파트 부문)

제1회 매경 대한민국 토목, 건축대상 최우수상 수상

국제신문 부산다운 건축상 야간경관조명 부문 동상 수상

한국경제 마케팅대상 수상

부산시민 산업대상 수상

매경 골든타워 대상 수상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

| Prize & Pride | 수상실적

Advanced & New 새로움으로 내일을 앞서다 6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