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반건설은 2018년 시공능력평가 13위,
2017년 7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우량 건설회사

호반건설 소개

연합뉴스
네이버 · 넥슨 · 호반건설 등 5개사 대기업집단 첫 지정

덩치 커진 IT기업 눈길…호반건설, 분양사업 호조로 자산 규모 '껑충'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 동일인 지정…기업집단 간 양극화 심화
공정위,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2017年 09.03日字

· 29년간 전국 12만 세대 공급(2018년 8월 기준)

· 6년 연속 주택도시보증공사 AAA등급(최고등급)

· 12년 연속 신용평가 A등급 이상(2007~2018년)

수상내역

2018년 07월 – 매경 살기좋은 아파트 고층 주거복합부문 우수상 수상

2018년 07월 – 한경 주거문화대상 마케팅대상 수상

2018년 05월 – 대한민국 주거서비스 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7년 12월 – 올해의 히트상품 ‘ 호반베르디움＇

2016년 12월 – 한경 주거문화대상 평면혁신대상 수상

2016년 12월 – 건설협력증진대상 국토부장관 표창

2016년 09월 – 재해대책 업무 추진 우수기관 표창

2016년 08월 – 매경 살기좋은 아파트 최우수상 수상

2016년 07월 – 대한민국 국토경광디자인대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 수상

2016년 01월 – 인천대학교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발전 기여 감사패

더 큰 내일을 생각하는

행복지은이, 호반건설



검단신도시는 약 7만 5천여 세대로 계획된 대규모 친환경 자족도시
인천1호선(예정) 및 원당-태리간광역도로(예정) 등 교통환경 우수

총 1,118만㎡의 면적에 약 7만 5천 여세대로 계획.
김포시 풍무지구, 검단 구도심과 연계된 서북부 거점도시

대규모친환경자족도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예정)
원당-태리간광역로(사업추진중)
송포-인천간도로(예정)

교통중심도시

반경 10km 내외 청라국제도시, 김포한강신도시,
일산신도시와 연계된 수도권 서북부 거점도시
양촌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등직주근접 가능

서북부중심도시

그린벨트를 해제한 자리에 세워지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정자연도시

자연중심도시

위 치 인천시서구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불로동일대

면 적 1,118만㎡(338만평)

계획인구 183,720명(74,736세대)

기 간 2009년~2023년

■검단신도시 사업개요

검단신도시 사업개요



서울접근성 우수한 개발1단계 구역 내 중심입지에 호반베르디움 위치
인천1호선(예정), 중심상업용지, 학교용지 인접 등 생활편의성 우수

호반베르디움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인천검단신도시 AB15-2BL

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지구

건축규모 지하2층~지상27층, 14개동

사업개요

분양개요

500m

타입 세대수 비율

72㎡

72㎡A 205 18%

72㎡B 205 18%

소계 410 35%

84㎡

84㎡A 559 48%

84㎡B 199 17%

소계 758 65%

총계 1,168 100%



호반베르디움위치상인천1호선(예정), 중심상업지구및학교용지인접
인근서구원당동, 김포시 풍무동인프라이용용이

김포한강신도시

일산신도시

풍무도시개발구역

풍무지구

원당동
구도심

마곡지구

호반베르디움인근인프라



계양역에서 9호선 환승가능한 마곡나루역까지 총 2개역 이동
인천1호선 연장 전에도 서울 접근성 우수!!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연장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29일 개통…서울-인천 접근성 향상

2018-09-05

2018.09.05(사진=공항철도 제공)

서울 지하철 9호선과 환승 가능해져

DMC 역과 김포공항 역 사이에 위치

양방향 열차 승강장 정위치 등 시운전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의 14번째 역인 마곡나루역이 오는 29일 개통된다.

마곡나루역이 신설되면 현재 운영 중인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반열차와 환승이 가능해져 서울과
인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철도는 5일 마곡나루역의 개통이 이달 29일로 확정돼 지난 4일부터 영업, 운전, 관제 등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에 자리한 마곡나루역은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김포공항역 사이에 건설됐으며,
역장 1명과 역무원 6명이 배치돼 본격적인 영업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운행 중인 양방향 공항철도 열차는 마곡나루 역에서 잠시 정차해 승강장 정위치와 출입문 개폐
여부 등의 시운정을 진행하고 있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마곡나루역의 개통일이 확정된 만큼 정상적인 운행에 들어갈 수있도록
영업시운전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단신도시 ↔ 마곡나루역



호반베르디움과 인접한 인천1호선 101역에서 마곡나루역까지
총 3개역 이동, 1번의 환승으로 마곡지구 출·퇴근 가능!!

가정동 ↔ 마곡지구

검단신도시 ↔ 마곡지구

대중교통 이용 서울 접근성



우수한
입지

특화된
상품

브랜드
파워

·초교, 중교, 고교 도보통학 가능

·인천1호선 연장(예정)

·중심상업지구 인접

·전세대 판상형 맞통풍 구조

·4Bay-4Room

·가변형벽체, 펜트리, 드레스룸

·인천시 서구 5개 단지 5,530세대 공급

·주택공급실적 1위

[2014년~15년 상반기 일반분양]

·시공능력평가 1%

[2018년 기준]

·브랜드평가 TOP 10

[2018년 브랜드스탁발표]

교통/생활/교육/공원 등 모든것을 누릴수 있는

호반베르디움 라이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