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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그 이상의 가치!
 No.1 Developer 보성산업



보성산업㈜은 주택개발, 단지복합개발, 스마트도시건설, 자산

운영 등 부동산 개발부터 운영까지 아우르는 토탈솔루션을 

제공하여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다양한 소비자 니즈에 맞

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간과 사회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최상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
보성산업은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며 더 특별한 미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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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그룹 한양타워

공간, 그 이상의 가치를 개발하는
디벨로퍼, 보성산업

-

주택개발부터 초고층 전망타워 건설, 신개념 복합단지개발, 

글로벌 복합레저휴양도시 조성 등 대형 도시건설 프로젝트까지 사람이 머무는

공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기술과 연계한 부동산개발, 데이터센터 건설 등

디지털시설물 사업분야를 새롭게 개척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DIGITAL REALTY DEVELOPER



보성산업은 도전과 혁신, 그리고 가치창조로

꿈을 넘어 미래를 열어가는 NO.1 Developer가 되겠습니다
 

2012년 ㈜보성으로부터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된 보성산업㈜은 도시계획 및 개발, 자산운용, 건설관리, 투자 및 마케팅 등   

부동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하여 종합부동산 전문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기술혁신, 인류를 생각하는 나눔의 실천’이라는 보성그룹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기회를 창출해 나가며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차별화된 전략과 강한 실행력으로 부동산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천 랜드마크 전망타워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프로젝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청라국제도

시 국제금융단지 조성사업’, 새만금 5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글로벌 관광명소를 개발하는 ‘새만금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용지 개발사

업’,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시 플랫폼으로 실현되는 인간중심 미래도시 ‘솔라시도 개발사업’ 등 주거중심의 개발사업을 뛰어 넘어 복

합단지 및 레저개발, 미래도시건설, 디지털부동산개발(DRD, Digital Realty Develop) 등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Value-Chain을 확장

하고 Business Model을 다변화하여 국내 최고의 종합부동산회사로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앞으로도 보성산업은 끊임없는 혁신과 창의적인 도전을 통해 지속 성장해 나가며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성산업을 성원해 주신 모든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전과 혁신 그리고 가치창조로 꿈을 넘어 미래를 

열어가는 보성산업의 힘찬 도약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큰  도 전 으 로  세 상 을  이 롭 게  하 다 

C O M P A N Y

I N T R O D U C T I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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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산업은 차별화된 전략과 강한 실행력으로 부동산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보성산업㈜은 2012년 11월 30일 지주회사 ㈜보성에서 건설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됐습니다.

2014년 10월 종합부동산회사로 재출범하여 차별화된 전략과 강한 실행력으로 부동산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성산업㈜은 주택 및 복합개발을 토대로 주거, 상업, 업무 레저 및 

특수시설 등 다각적인 분야의 개발단계부터 DRD (Digital Realty Develop), 자산 운영 서비스까지 

부동산 분야의 전 영역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SPECIALIZED DEVELOPER

보성은 사람을 생각하는 기술혁신
인류를 생각하는 나눔을 실천합니다

사회기여
인류공헌

기술우위의
가치창조

구성원의
삶의질 향상

Management
Philosophy

사람을 존중하고 기술을 중시하며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한 가치창조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인류에 공헌한다.

핵심가치

Challenge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실패를 뛰어넘어 무한성장합니다.

P a s s i o n     꿈과 목표를 향한 강한 열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Creation    인류를 위한 끝없는 창조정신으로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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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념

도전
성장의 원동력

열정
목표 달성의 의지

창조
새로운 가치창출

보성은 끝없는 도전과 뜨거운 열정, 빛나는 창조정신으로 미래를 실현합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창조적 트렌드 리더 종합부동산 회사입니다.

2012년 11월 30일. 1978년 창립한 지주회사 ㈜보성에서 분할하여 설립된 보성산업㈜은 

건설분야의 근간이 되는 주택사업부터 630만평 규모의 스마트도시건설과 같은 대형 사업까지 아우르며

대한민국 종합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514

종합부동산 
기업으로 
도약

개발사업 
본격 
진출

2019. 11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기공식

             청라국제도시 국제금융단지 핵심오피스 착공

2019. 10  디지털개발 공동사업 및 합작법인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LG CNS) 
                  용현학익 2-2BL(39,497평) 도시개발사업 추진

2019. 07  새만금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기본계획 제출

             (새만금관광청)

             제1호 장기방치 건축물정비 선도사업‘과천 우정병원 정비사업’추진  

2019. 06  문정동 한양타워로 사옥 이전 

2019. 04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추진(청량리역 한양수자인192 분양) 

                  민간주도의 선도적 스마트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LG전자, LG CNS)
2019. 03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착공

2019. 01   투자사업부 신설

2018. 11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청량리 한양수자인192) 
             2018서울시 우수디자인 아파트 선정

2018. 08  새만금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2018. 03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2018. 02  새만금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크리스탈 라군)

2017. 12  제1호 장기방치 건축물정비 선도사업‘과천 우정병원 정비사업’

             업무협약 체결(LH)
2017. 09  새만금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체결

             (새만금관광청, 농어촌공사 외)

2017. 07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마케팅 대상 수상 

2017. 06  하남 감일 B2BL PM 수행 

2017. 02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관리·운영 프로젝트 

            사업협약 체결(경제자유구역청, LH)
2017. 01  문정오피스 PM 수행

2016. 12  세종 A-1 M2, L3 설계공모 당선

2016. 10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관리·운영 프로젝트 수주 

             위례 A3-4aBL PM 수행 

2016. 08  청라 A5BL PM 수행

2016. 07  남양주 진건 C2BL PM 수행 및 분양대행

2016. 06  울산 송정 B2BL 시공사업 공동참여

2016. 05  시흥 은계 B5, 진건 B9BL PM 수행

2016. 04  수원 호매실 C3BL PM 수행

2015. 10  남양주 진건 B8BL PM 및 분양대행

2015. 03  청라국제도시 국제금융단지 프로젝트 PM 수주

2014. 08  보성산업㈜로 사명 변경 

2013. 12  새만금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양 컨소시엄)

2012. 11  ㈜보성에서 보성건설㈜ 분할 설립

2012. 07  부동산개발·건설·운영·컨설팅부문 사업영역 확대

2004. 02  ㈜한양 인수

1978. 10  ㈜보성 회사 창립       

개발사업 
기반 
조성

보성의 
탄생과 
성장

2019 -2017 - 20182013 - 20161978 - 2012

HISTORY OF BOSU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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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 보성산업이 추구하는 개발의 가치입니다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 사람이 머무는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수행하며, 부동산 및 개발 경험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토대로 사업지 발굴에서 

상품개발, 투자자 유치, 설계 및 인허가, 시공, 운영관리 등 최적의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시장주도형 종합부동산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

투자자에게 최상의 가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BOSUNG FIELD OF BUSINESS

단지복합개발
남다른 비전과 가치로 단지를
개발하고 지역에서 가장 
돋보이는 랜드마크로 
조성합니다.

스마트도시건설
앞선 기술력과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사회를 건설합니다.

디지털부동산개발
(DRD, Digital Realty Develop)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부동산 개발 및 관리,
데이터센터 건설 등 차세대 산업혁명에 발맞춰 
개발사업과 ICT 융합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주택개발
주거시설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업기획과 전략을 바탕으로 주거공간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자산운영
밸류체인 확대를 통한 안정적
수익기반과 최적화된 자산관리로
자산가치를 극대화합니다.

COMPANY
BUSINESS

C O M P A N Y  B U S I N E S S 12 13

주택개발, 단지복합개발, 스마트도시건설, 디지털부동산개발, 
자산운영 등 토탈솔루션을 제공합니다

FIELD OF BUSINESS



철강

미래도시

종합부동산
개발

에너지레저

BUSINESS
AREA

광양그린에너지(주)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주)
코리아에너지(주)
여수국제항만(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보성산업(주)
코리아에셋매니지먼트(주) 

파인힐스컨트리클럽
파인비치골프링크스

해원에스티(주)
해원엠에스씨(주)

(주)한양

시대를 앞서가는 도전과 세상을 
바꾸는 혁신으로  건설산업의 
더 큰 미래를 그려갑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로
구현하는 새로운 세상!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비전을 미래도시가 
제시합니다.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고
에너지 소비자의
행복을 높여갑니다.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차별화된 복합레저문화를
선도해 나갑니다.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발상과사고로 
부동산의 개발₩투자운용까지 
토탈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최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로
최상의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건설함께하는 가족이 있기에, 미래로 더 크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성산업이 속해있는 보성그룹은 건설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개발, 레저, 철강, 에너지, 미래도시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하여 독보적인 기술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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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건설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BOSUNG IS MOVING FOWARD TOGETHER

I N T R O D U C E  O F  B O S U N G  G R O U P 14 15

환경을 생각하는 건설업에서 
인간중심의 미래산업으로 나아갑니다

 BOSUNG AFFILIATE



09 RENEWAL OF CI&BI08MORE... HIGH FLY HANYANG

보성 & 보성산업의 얼굴을 소개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미래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성은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런 의지를 담은 새로운 CI가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그룹 CI와 함께 과감한 

글로벌화, 디지털 경영으로 세계무대를 두드리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을 창조할 것입니다.

(주)보성

INSTRUCTION OF IDENTITY 

보성그룹의 새로운 심볼은 세 개의 원이 하나로 합쳐진 가장 균형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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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계열사를 아울러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성장하는 보성그룹의 

이상향을 표현합니다.

보성산업(주)

본 심볼마크는 보성산업(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각물로 계열사 

시그니처는 그룹 CI시각 체계 구조에 따르며, 조화로운 시각 보정 및 

세부 검수를 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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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COLOR

Bosung Blue
PANTONE® 2175 C
#006AC6

R0 G106 B198
C99 M47 Y0 K0

Bosung Orange
PANTONE® 152 C
#E57200

R229 G114 B0
C0 M66 Y100 K0

Bosung Green
PANTONE® 2417 C
#249E6B

R36 G158 B107
C79 M7 Y71 K2

Bosung Black
PANTONE® Black C
#000000

R0 G0 B0
C0 M0 Y0 K100

MAIN COLOR

Bosung Blue
PANTONE® 2175 C
#006AC6

R0 G106 B198
C99 M47 Y0 K0

Bosung Orange
PANTONE® 152 C
#E57200

R229 G114 B0
C0 M66 Y100 K0

Bosung Green
PANTONE® 2417 C
#249E6B

R36 G158 B107
C79 M7 Y71 K2

Bosung Black
PANTONE® Black C
#000000

R0 G0 B0
C0 M0 Y0 K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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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
(공공/민간택지) 

스마트
도시건설
(솔라시도) 

디지털
부동산개발 

(DRD)

자산운영
(주거/상업시설) 

BUSINESS AREA

단지복합개발

18 19

공간을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 보성산업이 추구하는 
개발의 가치입니다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 사람이 머무는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수행하며, 

부동산 및 개발 경험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토대로 사업지 발굴에서 상품개발, 

투자자 유치, 설계 및 인허가, 시공, 운영관리 등 최적의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시장주도형 종합부동산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 투자자에게 최상의 가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꿈을 넘어 미래를 열어가는  보성산업㈜
주거공간 이상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

아파트, 주상복합 등의 대표적인 주거시설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업기획과 전략을 바탕으로

주거공간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HOUSING DEVELOPMENT
주택개발  공공택지 | 민간택지



HOUSING DEVELOPMENT

1.세종 3-2 M5BL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

2.세종 3-3 M4BL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

3.수원 호매실 C3BL 한양수자인 파크원

4.위례 A3-4a 힐스테이트

1

2

3

4

성공적인 대형 프로젝트 수주로 주택개발 실력 입증 -     

2만 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공공택지개발

PUBLIC HOUSING SITE DEVELOPMENT 
사업지 발굴에서 시공까지 공공택지개발 사업 전체 기간 동안의 모든 업무에 대한 선진 디벨로퍼 서비스 
공급을 통해 고객과 투자자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 1-4 M3BL 한양수자인 에듀파크

22 23

공공택지 사업실적

위례 A3-4a 힐스테이트 │ 세종 4-1 L3 │ 세종 4-1 M2 리슈빌수자인 │ 인천 청라지구 
A5BL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C-2BL 한양수자인 2차 │ 시흥 은
계지구 B-5BL 한양수자인 │ 수원 호매실지구 한양수자인 │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B-9BL 
힐스테이트 │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B8-BL 한양수자인 │ 마곡 현대힐스테이트 마스터 │
파주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 행정중심복합도시  3-2 생활권 M5BL 및 3-3 M4BL 한양
수자인 와이즈시티 │ 화성동탄(2)신도시 A28BL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 세종 1-2 생활
권 M4BL 한양수자인 에듀센텀 │ 수원 영통 한양수자인 에듀파크 │ 세종 1-2 생활권 
M7BL 한양수자인 에듀시티 │ 세종 1-4 생활권 M3BL 한양수자인 에듀파크 │ 수원 광교
신도시 A22BL 한양수자인 │ 김포 한강신도시 Ab09BL 한양수자인 │ 인천 영종하늘도시
A36BL 한양수자인

공급예정단지

감일지구 B2BL │ 부산 에코델타시티 21BL │ 의정부 고산지구 C1BL │ 의정부 고산지구 
C3BL │ 의정부 고산지구 C4BL



기타 주택개발
HOUSING DEVELOPMENT

•위치: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1 •면적: 8,991㎡ 
•규모: 지하 3층 ~지상 20층, 공동주택 174가구(예정) •현황: 2019년 분양(예정)

 •위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04-7 일원 •면적: 약 130,569㎡ •규모: 아파트 1,500세대(예정) 
•현황: 2021년 분양(예정)

인천 구도심을 최첨단 신도시로 변화시키다 - 

인천이 기대하는 미니신도시, 인천 용현학익지구 

청량리의 새로운 랜드마크 -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상업시설

20년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

과천 시민을 위한 주거공간, 과천 우정병원 정비사업

24 25

민간택지개발

PRIVATE HOUSING SITE DEVELOPMENT
개발 프로젝트의 발굴 단계에서 부터 상품개발, 설계, 인허가, 시공, 운영 및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민간택지개발의 성공적 사업을 위해 모든 가능한 프로세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시장정비사업을 통한 신도심재생 -     

청량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짓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192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1 외 25필지 •면적 : 약 16,095.3㎡ •규모: 지하 8층~지상59층, 아파트 1,152세대 •현황: 2019년 분양, 2023년 입주(예정)

※개발계획은 투자환경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투자환경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투자환경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투자환경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숨겨둔 보석같은 부동산을 발굴하는 탁월한 혜안!
가치를 비전으로 연결시키는 디벨로퍼의 능력이 남다른 곳!

-

우수한 시설들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개발하고 기획하는 디벨로퍼의

남다른 능력은 부동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거시설부터 상업시설, 테마파크,

리조트 등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을 개발하는 안목은 보성의 차별화된 개발 노하우입니다

ESTATE COMPLEX DEVELOPMENT
단지복합개발  청라시티타워 | 청라국제금융단지 | 새만금 관광레저  



성공과 맞닿은 주변 인프라

•인천국제공항 (국제화물순위 세계 3위, 국제여객순위 세계 5위)에서 

   30분 거리

•세계 최대 잠재시장인 중국과 인접 (인천↔베이징 비행시간 2시간)

•시티타워 반경 20㎞ 내 배후인구 500만 이상

•인천경제자유구역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청라지구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제3연륙교(예정)

첨단기술력으로 완성하는 시티타워

 •세계 전망타워 중 5번째의 아찔한 높이 (448m)

 •마술같이 사라지는 Invisible system
 •첨단기술을 사용한 환상적인 Media Facade
 •청라 (Blue Crystal)의 이미지를 구현

 •고층전망대, 스카이워크, 스카이가든 등 도입

일상과 특별함이 공존하는 Organized shopping mall

•국내외, 전연령 다양한 고객에 대응가능한 복합쇼핑몰

•호수공원과 연계한 외부공간 특화 (수변데크, 루프탑 가든)

•리테일, 식음, 스포츠시설, 키즈시설 등 도입

•넉넉한 주차공간 확보

청라지구
(17.8㎢)

영종지구
(61.7㎢)

송도지구
(53.4㎢)

서울
(30㎞)

김포국제공항
(16㎞)

인천국제공항
(19㎞)

※개발계획은 투자환경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투자환경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투자환경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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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시티타워

CHEONGNA C.T. TOWER 
국제업무, 금융, 주거,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의 중심에
최고층 랜드마크 청라시티타워가 들어섭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 수변공간 속에서 우뚝 솟을 청라시티타워.
그 비전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한히 빛나는 청라의 랜드마크 - 
크리스탈 형상의 환상적인 전망타워! 청라시티타워 

청라시티타워

ESTATE COMPLEX DEVELOPMENT

•위   치 :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청라호수공원 중심부 •사업면적 : 93,948.54㎡(28,419평) 예정 •도입시설 : 관광 휴게시설(관망탑) 및 판매시설 예정 •사업방식 : 시설물 건설 후 기부채납, 50년 시설물 운영 
•사업자 : 청라시티타워㈜

※개발계획은 투자환경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투자환경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주거단지의 랜드마크 계획으로 타워형과 

   판상형 주동을 합리적으로 배치

•일상의 소통과 생활의 여유가 있는 친환경 주거단지를 계획 

오피스

•다양한 지역적, 광역적 기업들을 지원하는 최적의 업무환경 제공 

•업무공간에 지능적,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여 국제금융단지로서의

   위상을 높임

숙박시설 

•국제업무지구에 걸맞는 숙박시설 도입

•관광객, 외부 방문객, 지역 내 주민, 비즈니스 수요 등을 고려한 최상의 

   숙박시설 구현

상업시설 
•일상의 삶과 밀접하고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배움이 있는 라이프스타일 컨텐츠 도입

•다양한 사이즈의 상업공간들을 통해 검증된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한 도시 상업시설의 

   토털패키지 구현

핵심오피스 •위치 : 인천청라 중심상업지역 (B5-1-1BL) •대지면적 : 5,424㎡ (약 1,641평) 
             •용도 : 업무시설, 상업시설 •규모 : 지하5층~지상22층
            

※개발계획은 투자환경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투자환경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투자환경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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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금융단지

CHEONGNA INTERNATIONAL FINANCIAL COMPLEX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세계적인 투자 컨텐츠를 선보이는 청라 국제금융단지
보성산업과 한양의 합작으로 청라국제도시 내 새로운 명소를 완성합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복합단지 -  

신개념 복합개발타운으로 완성되는 청라국제금융단지 
청라국제금융단지

ESTATE COMPLEX DEVELOPMENT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국제금융단지 (A5, B4, B5-1,B5-2, 주25) •사업면적 : 대지면적 158,966㎡ 연면적 622,885㎡ •사업기간 : 2015년 ~ 2025년     
•도입시설 : 공동주택, 오피스, 오피스텔, 호텔, 상업시설 등 •사업방식 : 외국인 투자 개발사업 •사업시행법인 : 청라국제금융단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 개발계획은 2018.09.21 승인 기준으로 추후 투자환경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예정입니다.

❶공동주택

❷핵심오피스

❸오피스텔

❹숙박시설

❺관광복합시설

❻상업시설-1

❼상업시설-2

❽주차장 / 근생

❶

❷

❸

❹

❻

❼

❽

❺

오피스텔 •위치 : 인천청라 업무시설(B5-2BL) •대지면적 : 11,350㎡(약 3,434평) 
           •용도 : 판매시설, 업무시설 •규모 : 지하4층~지상45층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고군산 연결도로 새만금
신항만(‘23)

과학연구용지
( 1.7만평 / 514.3만평)

부안

김제

군산

관광ㆍ레저용지

국제협력용지

산업ㆍ연구용지

동서3축도로 (완공)

서
해
안
고
속
도
로

남
북

1축
도
로
 (완

공
)

농생명용지

농생명용지 5공구
(457,7만평) 농생명용지 4공구

(165.2만평 / 216.3만평)

농생명용지 2공구
(188.2만평)

농생명용지 1-1공구
(274.1만평 / 338.5만평)

농생명용지 1-2공구
(116.2만평 / 128.0만평)

새만금 산단 1공구
(55.8만평)

농생명용지 
배후도시용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 23)

남북2축도로 (1단계)
(‘ 22)

남북2축도로 (2단계)
(‘ 23)

동서2축도로 (‘ 20)

남북3축도로
(‘일정미정)

새만금
수목원

야미도

관광케이블
예정지

군산시

동서1축도로 (완공)

군산공항

신공항 후보지
군산공항 인근

2023세계잼버리 개최예정지 (9.9㎢)
( 관광레저용지 1지구 )

새만금~대야 복선전철 ( 일정미정)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국제비즈니스 중심지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중 교류의 입지적 거점    

   (인구 500만 이상 도시 18개 인접)

•수도권과 2~3시간 거리의 광역교통망 구축

•국제공항(예정) 및 신항만 건설로 국내외 방문객 증대 기대

관광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 확보

•인근 고군산군도 등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한 특권

•해수와 담수를 동시 조망할 수 있는 방조제의 수려한 경관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으로 유리한 투자 조건과 가치 보유

•새만금사업 특별법을 근거로 한 세제 및 혜택 제공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이슈화에 따른 이미지 제고 효과

•주변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한 시너지 창출 기대

32 33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세계인의 레저도시로 탄생 -

세계적인 명소로 키우는 글로벌 복합레저휴양도시, 새만금 

새만금 관광레저

SAEMANGEUM TOURISM AND LEISURE 
전라북도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를 축조하여
간척토지(291㎢), 호소(118㎢) 조성 및 방조제 외부 고군산군도(3.3㎢)와 신항만(4.4㎢) 등을 
개발하여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청라국제금융단지

ESTATE COMPLEX DEVELOPMENT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야미도리 일원 (새만금 3호 방조제 부근) •사업면적 : 대지면적 1,930,000㎡ •사업기간 : 조성기간 (개발기본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 전체 상부시설은 개발기본계획 승인일로
  부터 10년) / 운영기간 (개발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최대 100년) •도입시설 : 숙박시설, 관광₩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사업시행자 : 새만금관광레저㈜ (보성산업㈜, ㈜한양 外 출자)

※개발계획은 투자환경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공비치 & 호텔 생활숙박시설 & 상업시설
◉ 골프장 & 골프빌리지
◉ 숙박시설 & 테마상가 & 마리나
◉ 식물원 & 펫파크 & 캠핑장 & 레포츠 (육상,수상)

숙박

6대 테마

신시₩야미 리조트

물놀이 골프 마리나 쇼핑 레포츠

숙박 물놀이 골프 마리나 쇼핑 레포츠

신시₩야미 리조트 6대테마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해 연출된 이미지컷입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해 연출된 이미지컷입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해 연출된 이미지컷입니다.



FUTURE CITY
스마트도시건설  솔라시도 | 시범단지

도시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은퇴 없는 도시,
앞선 미래를 모두 공유하고 누리는 미래도시

-

솔라시도는 친환경 생태도시, 은퇴가 없는 도시, 정원 도시를 꿈꾸며,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혁신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개념의 미래문명 도시의 완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A NEW 
CIVILIZATION 
CITY 



문화·관광·레저·스포츠 분야

① MICE    
② 마리나, 워터파크
③ 요트, 골프, 승마
④ 각종 테마파크    
⑤ 문화시설

사회·복지·의료 분야

① 저비용공유  
② 사회적약자배려
③ 은퇴없는 도시
④ 공동체 복원 
⑤ 기후변화대응

산업·경제 분야

① 식품산업  
② 정원산업
③ 관광산업  
④ 건강산업

디지털 인프라

① 5G 통신  
② Big Data
③ IoT
④ AI

환경·에너지 분야

① 녹지  ② 인도 
③ 수로  ④ 해양 
⑤ 전기화  ⑥ 태양광에너지 
⑦ 패시브주택  ⑧ RE100

복지(포용)
도시

사회개발

도시개발
산업개발

관광레저
도시

미래산업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스마트시티

항공4시간권

항공3시간권

솔라시도

금호호

해남

영암호

솔라시도
진입도로
공사중

목포신항

삼포
삼호

목포

목포신항

목포역
전남도청

무안국제공항
40분

20분

10분

솔라시도

무안국제공항

40분
목포역

20분
수도권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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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건설 _ 솔라시도

SOLASEADO 
국내 최고 수준의 정원도시와 보행자 중심의 거주환경이 조성되는 곳!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일자리창출을 통해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은퇴가 없는 도시! 
솔라시도는 쇠퇴하는 중소도시의 혁신적 대안으로 사람중심의 미래도시가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FUTURE CITY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 •면적 :  20,899,330㎡ (632만평) •사업기간 : 2012년 ~ 2025년 (목표년도 2030년)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 광주은행, 보성산업㈜, ㈜한양  
•사업비전 : 미래 문명의 혜택을 도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사람중심 친환경 생태도시”건설

사람중심 미래문명도시 솔라시도 -

에너지와 환경에 상상력을 더한 미래도시로 세워집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해 연출된 이미지컷입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해 연출된 이미지컷입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해 연출된 이미지컷입니다.※개발계획은 투자환경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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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수로 등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주택단지

•골프장 페어웨이 조망이 가능한 가든형 주택

•수로 등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저밀 친환경 단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제로 친환경 생태단지

•태양에너지, 자율주행전기차의 친환경도시

•에너지소비절감 효율화로 탄소제로단지 구현

사람중심의 휴먼 커뮤니티 단지

•보행동선을 최우선으로 배려한 사람중심의 단지

•주민이 만나고 교류하는 열린 커뮤니케이션 도시

스마트도시건설 _ 시범단지

SMART HEALING CITY
대한민국 최고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도입된 자연과 주거가 공존하는 친환경 주거단지가 옵니다.
약 100만평, 5,000여 세대 스케일을 자랑하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리조트 수준의 연계시설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중심의 걷고 싶은 시범도시 -

관광, 레저가 어우러지는 친환경 힐링 도시가 탄생합니다
청라국제금융단지

FUTURE CITY

•위치 : 전라남도 목포 인근, 영암호와 금호호 사이에 위치한 부지(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 •사업면적 : 약 100만평 (솔라시도 634만평 내) •도입시설(예정) : 주택 5,000여 세대, 골프장, 클럽하우스, 
  커뮤니티센터, 헬스케어센터, 스파 •사업시행자(예정) : 보성산업㈜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해 연출된 이미지컷입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해 연출된 이미지컷입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해 연출된 이미지컷입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해 연출된 이미지컷입니다.



ASSET MANAGEMENT
자산운영  주거시설 | 업무·상업시설 

 

밸류체인 확대를 통한 안정적 수익기반과
최적화된 자산관리로 자산가치를 극대화합니다

-

보성산업㈜은 통합 자산활성화 시스템으로 개발자산 또는 저평가된

자산을 활성화시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마련하고 최적화된 MD구성과

운영수익을 바탕으로 부동산 자산가치에 극대화를 실현합니다



1.한양프라자 안산점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규모 : 지하3층~지상5층 연면적 26,059㎡ 

2.한양프라자 반월점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규모 : 지하3층~지상4층 연면적 23,920㎡  

3.한양프라자 군자점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규모 : 지하3층~지상5층 연면적 27,631㎥  

4.구미복합역사 상업시설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규모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45,655.63㎡(구미역사 35,733.05㎡, 후면주차장 9,922.58㎡)

1 3

2 4

자산운영(업무 및 상업시설)

ASSET MANAGEMENT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관리, 재무관리, 원가관리 등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수입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42 43

자산운영(주거)

ASSET MANAGEMENT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산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하는 자산운영관리는 기업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보성산업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자산운영관리를 통해 더 큰 수익을 남기고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청라국제금융단지

ASSET MANAGEMENT

세종 3-3 M4BL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3-3생활권 M4BL •규모 : 1,397세대  •기간 : 2016.6~2026.5

세종 3-2 M5BL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3-2생활권 M5BL •규모 : 773세대  •기간 : 2016.3 ~ 2026.5



보성,  한양,  보성산업,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광양그린에너지,  여수국제항만,  묘도LNG허브,  파인힐스C.C,  파인비치G.L

공간, 그 이상의 가치를 개발하는

NO.1 DEVELOPER 
보성산업 입니다

주택, 복합개발, 미래/레저도시, 대규모 단지개발 등 부동산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보성산업은 

소비자 니즈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간과 사회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solaseado.com
4차 산업혁명이 구현되는 AI기반의 미래 신도시 건설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도시개발 회사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www.bosung21.com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환경 발전회사입니다

www.bosung21.com
동북아 LNG허브 구축을 통해 대규모 가스 인수₩저장시설 및 물류
₩금융₩가스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hycorp.co.kr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주택, 개발, 건축, 플랜트, 인프라, 해외사업 
등 대한민국 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 동력인 에너지사업
을 통해 글로벌 건설·에너지 리더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주)한양건설

미래도시

www.bosungcorp.com
주택, 복합개발, 미래/레저도시, 대규모 단지개발 등 다양한 부동산
개발부터 운영 및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
의 종합부동산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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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개발

보성산업(주)

코리아에셋매니지먼트(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광양그린에너지(주)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www.bosung21.com
환경 친화적인 바이오매스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www.ygport.com
항만하역 인프라 및 보관, 운송 등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선사합니다

www.bosungleisure.com
남도의 맛과 멋을 즐기는 감동과 즐거움은 물론 대자연과 하나된 
곳에 여유로운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골프장입니다

www.bosungleisure.com
글로벌 수준의 품격을 경험할 수 있는 월드클래스 골프장으로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이 즐겨 찾는 명문클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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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msc.co.kr
세계 최초 친환경 강판을 자동차, 건축 내외장재, 가전 등에 적용
하여 미주, 유럽, 아시아로 수출하는 글로벌 친환경 고급 소재기업
입니다

코리아에너지(주)

에너지

레저

철강

여수국제항만(주)

파인힐스컨트리클럽

파인비치골프링크스

해원에스티(주)

해원엠에스씨(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