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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의 CI는 심플하면서도 차별성 있는 시각적 스타일을 나타내어 
극동만의 고유성이 돋보이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극동건설을 'kukdong '로 영문 표기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이니셜 'k'에 환경친화적인 이미지의 디자인 모티브를 적용하여 
21세기 건설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Blue는 극동건설의 첨단기술과 신뢰감을 상징하며, 
Green은 자연과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스타클래스는 생활터전에 '아름다움'의 가치를 더해 '인간의 생활을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하는 감성아파트 - Making life more beautiful'을 모토로 한 
극동건설의 감성주거브랜드입니다. 스타클래스는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STAR'와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향유하는 품격 있는 계층을 상징하는 'CLASS'가 결합된 것으로 
아름다운 삶을 위한 첨단 기술과 감성적인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감성주거공간을 의미합니다. 
브랜드의 심벌마크는 아름다운 생활을 비추는 '별'과 오페라 하우스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을 연상시키는 곡선 모티브가 결합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벌마크의 색상은 정신적인 안정과 희망을 상징하는 Blue를 사용하여 감성공간의 
서정적인 분위기와 고급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 술 의
신대륙을
개척하다

진보적인 기술만이 앞선 세상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미래의 삶을 현재의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건축물을 뛰어넘어 인류의 꿈을 건설한다는 신념으로

세계가 주목할 미래의 혁신공법,
극동건설이 한발 앞서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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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제대로 된 공항 하나 없었습니다. KTX도 들어오기 수십 년 전입니다. 

길이 416km, 너비 22.4m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든 국가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극동건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가 치 와
가 치 를
이어주다

PIONEER SINCE 1947
KUK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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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말레이시아) 

세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상 88층·지하 6층·452m 높이의 세계적인 마천루,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극동건설의 첨단 공법이 세계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 류 의 
상 상 을
뛰어넘다

PIONEER SINCE 1947
KUK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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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월드컵경기장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 합니다. 세계의 모든 이들이 부러워합니다.

한국 전통가옥 지붕의 곡선을 경기장에 접목한 세계 최고 수준의 대구스타디움.

극동건설이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건 축 에
문 화 를
더 하 다

PIONEER SINCE 1947
KUK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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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노하우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100년 건설명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극동건설 대표이사 문  정  동

1947년 창립한 극동건설이 지난 70여 년간 지켜왔던 혁신과 열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100년 건설 
명문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극동건설은 토목·건축·주택·플랜트·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시공경험과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설 산업을 선도해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대한
민국 경제의 상징 ‘한국종합무역센터’,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국내 제1호 민자유치 시설 사업 
‘방화대교’ 등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를 건설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해왔습니다.

세계무대에서도 극동건설의 활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1년 대만 진출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해외건설 신화의 시발점인 중동 붐을 이끌었으며, 베트남·캄보디아·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건설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199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극동건설은 이제 10년 내 10대 건설사에 우뚝 서기 위해 ‘2030 10대 건설사’라는 비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업영역의 확장을 통해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익성 있는 사업 확보,  
업계 최고의 절대원가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익 창출, 그리고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으로 창의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경영 방침을 실천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 윤리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실현해 대한민국을 뛰어 넘어 세계무대에서도 사랑받는 글로벌 기업이 되기를 약속합니다.

극동건설은 강점을 갖춘 사업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건설명문의 기반을 든든히 할 것입니다. 
고도의 첨단 기술력을 갖춰야만 시공 가능한 댐·항만·건축분야 뿐만 아니라, 특히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주택 부문에 집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에너지·환경·플랜트 등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연구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강력한 실행력으로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건설명문을 향한 극동건설의 발걸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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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S

극동건설은 경제발전을 이끄는 토목, 앞선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건축,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주택,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플랜트·전기·통신·환경설비 등 
대한민국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건축기술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신기술을 개척하는 기업,
극동건설이 기술의 진보를 선도합니다

16-17    도로·교량·터널
18-19   철도·지하철
20-23   댐·항만·수자원
24-25   단지조성

CIVIL 
WORKS

28-31  공동주택
32-33  상업·업무시설
34-35  스포츠레저·관광·숙박시설
36-37  의료·교육시설
38-39  공공시설

HOUSINGS·
ARCHITECTURAL WORKS

42-43  산업시설
44-45  환경시설
46-47  전력·통신시설

PLANTS·
ENVIRONMENTAL WORKS

50-53  해외사업

OVERSEA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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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방화대교)

각종 도로는 물론 철도, 교량, 항만, 비행장, 통신전력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각종 사회 기반시설을 구축해온 극동건설은 풍부한 경험과 시공 노하우 

그리고 뛰어난 품질 관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월등한 기술력에 기반한 완벽 시공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극대화합니다

CIVI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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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➎

➏➌ ➍

➋

Roads·Bridges·Tunnels
도로ㆍ교량ㆍ터널

CIVIL 
WORKS

➊ 의정부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장암-자금)
➋ 중부내륙고속도로
➌ 호남고속도로
➍ 울산-포항간 고속도로(3공구)
➎ 전주-광양간 고속도로(7공구)
➏ 오산비행장
➐ 방화대교

➐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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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Railways·Metros
철도ㆍ지하철

CIVIL 
WORKS

➊ 서울지하철5호선(5-22공구)
➋ 중앙선 전동차 사무소
➌ 함평역(호남복선 송정리-목포간 노반공사)
➍ 전라선(신리-순천)
➎ 경부고속철도(제13-2공구)
➏ 대구지하철 2호선(2-2공구)

➋

➌

➎ ➏

➊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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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Dams·Harbors·Water Resources
댐ㆍ항만ㆍ수자원

CIVIL 
WORKS

➊ 부산신항만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➋ 묵호항 방파제 축조공사
➌ 경인운하사업
➍ 목포신항 준설토 투기장

➍

➌

➋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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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Dams·Harbors·Water Resources
댐ㆍ항만ㆍ수자원

CIVIL 
WORKS

➊ 아산만 방조제
➋ 포항신항 방파제
➌ 백곡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➍ 남양만 방조제
➎ 울산항

➎

➍

➋ ➌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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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Land Developments
단지조성

CIVIL 
WORKS

➊ 포천 신평3리 산업단지
➋ 명지주거단지
➌ 당진 합덕산업단지

➋

➌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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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무역센터

오피스, 학교, 병원, 쇼핑센터 등 일반 건축물은 물론 아파트, 타운하우스, 빌라 등 
삶에 풍요로움을 더해줄 고품격 주거공간에 이르기까지 극동건설은 언제나 한발 앞선 첨단 공법을 통해 

편의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최상의 건축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극동건설만의 독창적인 첨단 공법으로
건축공간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HOUSINGS·ARCHITECTUR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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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Residential Buildings
공동주택

HOUSINGS·
ARCHITECTURAL 
WORKS

➊ 울산신정동 극동스타클래스
➋ 세종시 극동스타클래스
➌ 대구남산 극동스타클래스
➍ 내포신도시 극동스타클래스센트럴

➍

➌

➋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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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Residential Buildings
공동주택

HOUSINGS·
ARCHITECTURAL 
WORKS

➊ 용인죽전 극동스타클래스
➋ 월곡 코업스타클래스
➌ 용인죽전 극동스타클래스
➍ 도곡동 극동스타클래스

➍

➌

➋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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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Commercial·Office Buildings
상업ㆍ업무시설

HOUSINGS·
ARCHITECTURAL 
WORKS

➊ 웅진씽크빅 파주사옥
➋ 서울중구 남산스퀘어 빌딩
➌ 청담동 에버원메디컬리조트
➍ 용인흥덕 U-Tower

➋ ➌

➍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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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Sports·Leisure·Accommodations
스포츠레저ㆍ관광ㆍ숙박시설

HOUSINGS·
ARCHITECTURAL 
WORKS

➊ 대구월드컵경기장
➋ 부천체육문화시설(웅진플레이도시)
➌ 송파구 Fun Stadium
➍ 오션스위치 제주호텔
➎ 진천 에머슨CC 골프장
➏ 울산CC 골프장

➋

➌

➎

➏➍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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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Hospitals·Educational Buildings
의료ㆍ교육시설

HOUSINGS·
ARCHITECTURAL 
WORKS

➊ 덕성여자대학교 약학관
➋ 서울대 R&D센터
➌ 판교도서관, 청소년수련관
➍ 경북대학교병원
➎ 강원외국어고등학교 

➍

➋ ➌

➎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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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Public Buildings
공공시설

HOUSINGS·
ARCHITECTURAL 
WORKS

➊ 경부선 부산역사
➋ 경부선 대전역사
➌ 한국수자원공사 고리본부사옥
➍ 충청남도 교육청
➎ 춘천KBS방송국

➎

➌

➋

➍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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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

각종 제품 생산을 위한 산업설비, 자연 환경을 되살리는 환경설비, 미래 신재생 에너지 소재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플랜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극동건설은 혁신적인 기술과 효율적인 공정관리,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로 플랜트 부문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세기동안 축적된 역량과 전문성이 담긴
완벽한 플랜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LANTS·ENVIRONMENT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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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➋

➌ ➍

➎

➐

➏

Industrial Facilities
산업시설

PLANTS·
ENVIRONMENTAL 
WORKS

➊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
➋ 부산항 컨네이터크레인 설치
➌ 웅진식품 유구공장 신사업 제조시설
➍ 대전 웅진에너지
➎ 영남화학
➏ 바이오랜드 오송공장
➐ 울산 동북화학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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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➊

Environmental Facilities
환경시설

PLANTS·
ENVIRONMENTAL 
WORKS

➊ 세종천연가스발전소
➋ 울산 공업용수로 대암제
➌ 아산 도고선장 물환경센터
➍ 북제주군 하수처리장
➎ 천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➏ 부산 다대포 쓰레기소각장

➌

➋

➏

➍

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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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➌

Electric Power·Communication Facilites
전력ㆍ통신시설

PLANTS·
ENVIRONMENTAL 
WORK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➊ 2.154kv 신영일-천북 송전선로
➋ 345kv 삼천포-신김해 T/L
➌ 한강하저 통신구(동작대교 구간)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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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전문 기술력을 갖춘 극동건설은 세계무대에서도 
탁월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등 중동지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성실한 공사 수행능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를 보유한
극동건설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OVERSEAS BUSINESS 

말레이시아 Kiswire R&D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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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➌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Overseas Business
해외사업

OVERSEAS 
BUSINESS

➊ 페트로나스트윈타워(말레이시아)
➋ GMS 남부해안도로 민릉-트베이 구간(베트남)
➌ 시마은행(사우디아라비아)
➍ 알바틴병원(사우디아라비아)
➎ 뻬이똥발전소(인도네시아)

➎

➋

➊



52 53PIONEER 1947 KUKDONG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Overseas Business
해외사업

OVERSEAS 
BUSINESS

➊ 리야스외교단지(사우디아라비아)
➋ 쥬베일 폐수처리장(사우디아라비아)
➌ 외교주택단지 전력시설(사우디아라비아)
➍ 쥬베일 상업항(사우디아라비아)
➎ 함투암댐(베트남)

➋

➌

➍ ➎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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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온 70년, 건설의 역사를 세웠습니다
다가올 70년, 기술로 역사를 쓰겠습니다

지나온 70년,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다가올 70년, 세계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앞서나가야 한다면 극동건설이 맨 앞자리에 서겠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출발한 극동건설이 누구보다 먼저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무대에서도 큰 호평을 받으며 달려왔습니다.
보내주신 큰 성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이제 세계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석탑산업훈장(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
대통령 표창(서울-새말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시공)
철탑산업훈장(아산만, 남양만 방조제 공사)
제14차 아시아-서태평양 건설인대회(IFAWPCA) 
토목부문 금상 (아산만 방조제 공사)

한국종합무역센터 사무동 신축공사 수주
철탑산업훈장(서울지하철 건설공사)
산업포장(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1987년 한국건축가협회상
(단국대 퇴계기념중앙도서관, 천안캠퍼스 학생회관)

제5회 국제건설상 동상 수상
철탑산업훈장(수도권 광역상수도 건설)
철탑산업훈장(아산공업용수도 건설)

철탑산업훈장(중앙고속도로 건설)
대통령 표창, 제10회 건축상(대구월드컵경기장 건설)
철탑산업훈장(밀양 다목적댐 건설)
산업포장(수도권 광역상수도 건설)
대통령 표창
제5회 fn하우징 파워브랜드 대상
2006 건설협력증진대상
철탑산업훈장 , 산업훈장(국도43호선 건설)
건설교통부 건설신기술 인증
캄보디아정부 산업훈장
2008 한국건축문화대상(서울대학교 R&D센터)
2008 건설협력증진대상 국토해양부장관상
제3회 친환경 건설대상

1970.

1971.

1974.

1975.

1985.

1986.

1987.

1993.

1999.

2000.

2001.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우수 친환경건축물 인증(명지지구 스타클래스)
2009 그린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2010 녹색건설산업대상(대기업 경영부문 우수상)
대통령 표창(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
2010 하반기 주거문화대상(우량기업부문 대상)
2010 건설협력증진대상 공로부문 
환경부장관 표창(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사랑 실천운동 솔선수범)
캄보디아정부 대십자 훈장 
대통령 표창(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2011 아시아건설종합대상 고객만족상 (웅진스타클래스 남산)
제11회 그린주거문화대상 마케팅부문 대상 (웅진스타클래스 남산)
대통령 표창(여수-광양간 국도건설)
2015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친환경건설부문 표창(환경부장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사업자 선정(국토교통부, 1호)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울산-포항고속도로 건설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창 (양주옥정 A-8BL)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창 (수원호매실 B-2BL)
한국철도시설공단 표창 (울산~포항 복선전철 나원역 외 1개역사 )
원주지방환경청 표창

국토교통부 표창 (광주송정~고막원 철도)

2009.

2010.

2011.

2012.

2015.

2018.

2019.

2020.

대영건설사 설립
극동건설㈜로 상호 변경
(자본금 20만환 / 영업장: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07)
남대문시장 신축공사
서울특별시 시민회관 신축공사 착공
부산 해운대 극동호텔 신축공사
대연각호텔 신축공사
토목ㆍ건축공사업(225호), 포장공사업(15호) 면허 취득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아산방조제 및 배수갑문 공사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
대만 고속도로 공사로 해외 진출
73년도 건설공사업체별 도급한도액 4위(건설부 발표)
중동 진출, 사우디아라비아 듀바~알바드 도로공사 착공
1억 800만 달러 규모 쥬베일 상업항 건설공사 수주
(당시 우리나라 해외공사 수주액 3번째 큰 규모)
주식 상장
극동빌딩 준공
건설부 주택건설지정업자 지정(4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외교단지 하부구조공사
해외건설 수출 5억불 탑 수상
사우디아라비아 다란병원 신축공사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 본점 신축공사 
해외건설 수출 10억불 탑 수상
국내 첫 주택 재개발사업인 구로1지구 재개발사업 착공
해외종합건설업 면허 취득(17호)
인도네시아 진출, P-J도로 개수공사 수주
광장동 극동아파트 신축공사 수주
수도권 광역상수도 3단계 1공구 건설공사 수주
한국종합무역센터 사무동 신축공사 수주
중앙고속도로 건설공사 7공구 
기업 부설 기술연구소 개소
말레이시아 KLCC Twin Tower 신축공사 수주(당시 세계 최고층 건물)
인도네시아 빼이똥 발전소 공사 수주
ISO 9001 인증 취득, 산업포장 (해외건설 30주년 기념)

1947.
1953.

1954.
1956.
1965.
1967.
1968.
1969.
1970.
1971.

1973.
1976.

1976.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9.
1993.

1995.

베트남 함투안댐 수력발전소 공사 수주
말레이시아 KLCC Twin Tower 준공(92층 452m)
ISO 140001 인증 취득
주택브랜드 STARCLASS 런칭
건설교통부 건설신기술 인증
OHSAS 18001 인증 취득
우수 친환경건축물 인증(명지지구 스타클래스)
오션스위츠 제주호텔 개관
수주 1조원 돌파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인증
극동건설-충남도청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베트남 노이바이-나탄 교량·도로공사 2공구 수주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비사업자선정(국토교통부)
인천 국제성모병원 준공
세종시 극동스타클래스 1,2차, 극동스타클래스 남산, 
내포신도시 극동스타클래스 센트럴 준공
(극동건설 주택건설 4만호 달성)
경북대학교 임상실습동 건립공사 수주
베트남 벤룩-롱탄 A2-1공구 도로공사 수주
경부고속철도 대전역사 증축공사 수주
수원호매실 B-8BL 아파트 건설공사 13공구 수주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수주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준공
창립 70주년
건설3사(남광토건, 극동건설, 금광기업) 그룹비젼 선포
영월 스타클래스 수주
소천-도계1,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 준공
원주 흥업 LH아파트  수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3공구 수주
세종시 CMR LH아파트 수주
고속국도 제400호선 양평~이천간 건설공사 수주
아산배방 A9, A10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수주
포항 - 삼척 철도 삼척역사 신축공사 수주
에코델타시티 19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수주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 공사 수주

1997.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2014.

2015.

2017.

2018.

2019.

2020.

HISTORY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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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오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영동고속도로(원주-강릉간) 4차로 확장공사(제7공구)
영산-창녕간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영양 우회도로 축조공사(6차)
영주-감천간 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영주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문정-가흥)건설공사
오산비행장
올림픽 도시고속도로 확장공사 2공구
울산항 배후수송시설(도로)개설 6차공사
울산항 제6부두 배후부지 C.Y조성공사
울산항 제6부두 C.Y 배후도로 개설공사
의정부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장암-자금도로)건설공사(9차)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민자유치시설사업(도로 제4공구)
장기-우혜간도로확. 포장공사 
재산-녹동간 도로개수 및 포장공사
정왕 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정읍원덕2공구간도로건설공사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원주-홍천간 건설공사(제17공구)
중앙고속도로 제천-원주간 4차로 확장공사(제16공구)
청송-파천간 청송우회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파주신도시-일산간 도로건설공사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공사
팽성-안중간 도로(교량) 건설공사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평택-안성간 건설공사(1공구)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
호남고속도로
황산-금산사IC 지방도 확포장공사(1공구)

Railways·Metros
경부고속철도 오송정거장 노반시설 및 역사신축 기타공사
경부고속철도 제11-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경부고속철도 제13-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경부선 수원-천안간 복복선전철 제 1공구 노반신설공사
경춘선 복선전철 금곡-춘천간 전력설비 신설기타공사
과천선(금정-사당) 복선 전철 노반신설공사 제 5공구
대구도시철도1호선 서편연장 2공구(명곡구간) 건설공사
대구지하철 2호선 1공구(문양차량기지) 건설공사

CIVIL WORKS

Roads·Bridges·Tunnels
강천-문막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간 건설공사(제6공구)
고속국도 제27호선 전주-광양간 건설공사(제7공구) (제2차)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공사 제3공구
고읍우회도로(광사IC-지방도 360호선) 개설공사
공산댐 우회도로 확장공사
국지도23호선 금곡IC 확장공사
국지도49호선(본덕-임곡) 도로개설공사(제2공구)
김천-영동간 확장공사 제1공구(경부고속도로)
낙포-호명간 도로개설
남지-영산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노나무재터널 개설공사(장기3차)
대구-춘천 고속도로 건설공사(7공구)
도산서원-법전 도로포장공사
동백-연수원간 도로개설공사
두촌-어론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문산-금산교간도로확, 포장공사 
방화대교
배둔-시락간 도로 확.포장 공사(2006년도분)
법전-소천간 도로개수 및 포장공사
베트남 도로공사 IDA 2공구
봉화-법전간(법전우회도로)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11차)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공사(1공구)
분당신도시 자하차도 및 연장구간 건설공사(제2공구)
사북-고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산외-산내 국도확장공사(5차)
상주-충주간 건설공사 제5공구 (구 여주-구미간 공사)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서천간 건설공사(제7공구)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안중간 건설공사(제6공구)
선남-대구간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소천-도계1국도건설공사 
수색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양산-구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3공구)
어모-상주 국도건설공사
여수-순천(2공구) 도로건설공사 3차

대구지하철 2호선 2공구(매곡동구간) 건설공사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 14공구 노반건설공사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건설공사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이천-충주 철도건설 제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전라선(신리~순천) 건설공사
중앙선 영천-신경주 본선전철 제 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공사
지하철  5호선(5-22공구) 건설공사
지하철 1호선  시점부(유천교구간)건설공사
호남복선(송정리-목포)  제 3공구 노반신설공사
호남복선(송정리-목포)  제 4공구 노반신설공사

Dams·Harbors·Water Resources
경인 아라뱃길사업 제1공구 시설공사
궁촌항개발사업 
목포신항 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
묵호항 방파제 축조공사
부산신항 준설토 투기장 호안(2공구) 축조공사
부산신항 초기항로 준설 및 항만관련단지 호안축조공사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1단계 부두시설 축조공사
삼천포신항 안벽축조 및 기타공사
영일만 신항 어항시설 축조공사
영일만 신항개발 외곽시설(북방파제) 축조공사
온산항 동북화학㈜ 전용부두 축조 및 액체화물 터미널건설공사
울산항 6부두 축조공사
울산항 제6부두 배후부지 C.Y 조성공사
이목항 건설공사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

Land Developments
강원외국어고등학교 부지정리사업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3공구)
경주 외동2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5공구)
김포양곡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문경봉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부지조성공사

석문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조성공사(4공구) 
여수 죽림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연천백학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조성사업
포천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포천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합덕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홍천스타클래스 골프장 조성공사

Water Resources·Agricultures
가평군 통합 상수도 시설공사
강암 상수처리시설 1단계 공사
공촌정수장 건설공사
과천 정수장 확장개량공사
구미권광역상수도(1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시설공사
금강(2)지구 김제 1-2공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토목공사(3차)
금강남부권급수체계구축사업(1단계1차) 
금호강계통 상수도 확장사업 정수장 시설공사
김제계통송수시설공사
낙동강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담양군 담양-대전간 배수관로 매설공사
담양대전간 상수관로 매설공사
당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대청댐 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제 3공구 시설공사
도고선장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무학지구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밀양댐계통 광역 상수도 사업 밀양 계통공사
밀양시 축산폐수 처리시설 건설공사
백곡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토목공사
보령수협 활어위판장 폐수처리시설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산동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토목(건축,기계) 공사 
새만금지구 만경6공구 조성공사
선암정수장 현대화와 고도정수 처리시설공사
성주읍 빗물배수펌프장 설치사업
송산산단공업용수도사업 송수시설 공사(1차)
수도권 광역상수도(4단계) 사업 제 1공구 시설공사
수도권 광역상수도 V단계사업 제 1공구 시설공사
수도권1단계 단선구간복선화 공사

주요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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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실적

부산명지 극동스타클래스 신축공사
삼척건지아파트 건설공사 제1공구
서울서초 A3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서초그린아파트 재건축 사업
성남 하대원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성남 하대원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송파구 신천동 복합건물 신축공사
수원호매실 B-2BL 아파트 건설공사 13공구
시흥능곡 13BL 아파트건설공사6공구
신곡동 현대그린빌라 재건축아파트 신축
신괴정아파트 재건축조합 준공인가증
안동 극동 스타클래스 신축공사
양주 옥정 A-88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용인 상현동 극동스타클래스 신축공사
용인 신봉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용인죽전  TOWN HOUSE(1311-1블럭) 신축공사
용인죽전 극동아파트 신축공사
용인죽전 타운하우스(1267번지) 신축공사
용인죽전 TOWN HOUSE(1311-2블럭) 신축공사
용인죽전빌라 신축
용인죽전빌라(4B/L)신축
용인죽전빌라(5B/L)신축
울산시 신정동 극동스타클래스 주상복합 신축공사
울산신천동 극동아파트신축공사
울산화봉B1블럭 아파트건설공사 3공구
울진 단신부임자사택 신축공사
웅진인계동지역주택 조합공동주택신축공사
원주문막 극동스타클래스 신축공사
월곡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을지로5가 오피스텔 신축공사
의왕청계 A2, 3BL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장지지구 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전주 평화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제주영어교육도시 지원시설 2단계 공동주택
죽전 TOWN HOUSE(1307, 1315BL) 신축공사
천안신방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포천신읍 2차 극동아파트신축공사
포항환호 재건축사업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아산(2) 공업용수도사업 1공구 시설 공사
아산공업용수도 사업 제1공구 시설공사
아산시 하수처리시설 2단계
아산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여월 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공사
여천천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영산강3-1지구 성산1공구
울산 우정혁신도시개발사업 상수도 시설공사
울산공업용수도 확장사업 취수시설공사
울산공업용수시설 확장사업 2단계 시설공사
장선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토목공사 4차
전남 서부권광역상수도사업 담양계통 송수시설 송사
전남서부권광역상수도도,송수시설공사(4차)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제주시 동부 하수 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고성상수도)
천안시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공사
천안청수 지구 대청광역 공업용수 송수관로 이설공사
철원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청리상수도 확장사업공사
탄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하점지구 농업용수 병행 경지정리 사업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도수시설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용수공급시설공사 (대전상수도)
화옹지구3공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토목공사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HOUSINGS·ARCHITECTURAL WORKS

Residential Buildings
강남 도곡동 극동스타클래스
고양삼송 상록아파트 (A19)건설공사
고양일산 A3BL 아파트 건설공구 4공구
내포신도시 RM-1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대구 남산동 극동아파트 신축공사
대전문화동 주상복합 승계공사
동두천 송내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토건,기계)

행복도시 웅진스타클래스 신축공사
행복도시 L2블럭 웅진스타클래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행복도시 L3블럭 웅진스타클래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저 제 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
화성남양뉴타운 A-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Commercial·Office Buildings
강남구  대치동 942-5 업무시설 신축공사
강남구 알파빌딩 업무시설 신축현장
구의동 복합빌딩 신축공사
극동빌딩 신축공사
김포공항 비즈니스제트항공기 지원센터(FBO) 신축공사
남창원농협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유통센터) 신축공사
마포 8-2지구 마포빌딩 신축공사
문래동 아라비즈타워 신축공사
불광동 메트로타워 신축공사
울산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공사
웅진 폴리실리콘 공장 복리후생관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웅진씽크빅 파주사옥
원주연수원 신축공사
청담동 125-19, 23 업무용빌딩 신축공사
카지노영업장환경 개선공사
평창동 158-1외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한국가스공사 사옥건설공사
한국종합무역센타 사무동 신축공사
한국토지공사 본사사옥 신축공사
흥덕 U-TOWER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Rodamco Insa 빌딩 신축공사

Sports·Leisure·Accommodations
군산CC내 부대시설 증축공사
대구 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
마우나빌레오 휴양콘도미니엄 신축공사
부천 체육문화센터 신축공사
송파구 Fun Station
웅진플레이도시 야외확장 공사
제주오션 스위츠호텔 리노베이션공사

Hospitals·Educational Buildings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신축공사
경북대학교병원 임상실습동 건립공사
국군덕정병원(014004)시설공사
덕성여자대학교 약학관 및 창고시설 신축공사
삼송4초 외 4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서울대 R&D센터
서인천성모병원  및 노인복지주택 신축공사
성남판교 공공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건축공사
에버원솔루션 병원경영지원서비스 시설 신축공사
일산병원 리노베이션
제1화봉초 외 2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태안유치원
판교사송고교 임대형 민자사업
NLCS JEJU 국제학교

Public Buildings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사 신축
경부고속철도 2단계 동대구역사 증축
경부고철 대전역사 증축
경부선 부산역사 증축
김포공항 FBO(비지니스 제트항공기 지원센터)
대구우편집중국청사 신축공사
성남-여주 복선전철 이천외 1개역사 신축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등 4개역 냉방신설 및 기타공사
충청남도교육청 및 교육연구정보원 건립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고리본부사옥
호남고철 나주역사 증축
KBS춘천방송총국 사옥 신축공사

PLANTS·ENVIRONMENTAL  WORKS
Industrial Facilities
부(주)바이오랜드 오송공장 건설공사
산항 컨테이너크레인 설치
세종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영남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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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실적

송파전화국 인입통신구공사
분당지역 전기공급시설 관로공사(정자-수지 1-2차)
송파-석촌 전력구공사
부산 다대포 쓰레기소각장
154kv 신영일-천북 송전선로
345kv 삼천포-신김해 T/L
한강하저 통신구(동작대교 구간)

OVERSEAS BUSINESS

CAMBODIA
31, 33번 국도 117번 지방도 및 캄포트 우회도로 개선공사
씨엠립 우회도로 포장공사
캄보디아 3번국도 개보수 2차 공사(시공)
캄포트 - 트라팡간 도로 개보수 공사
시엠립 하수처리 및 하천정비사업

CHINA
상해시 포동 아파트 공사
태덕 여호 신성 아파트 사업

INDONESIA
IBRD 도로개수공사 K-30 공구
KRUENG ACEH 긴급홍수통제공사 PKG C
OECF 차관 도로 개수 공사 G-7 공구
OECF 차관도로 개수공사 G-42 공구
PAL XI-GUNUNGTUA간 세계은행 차관도로 개수공사
도로개수공사 3단계 A-1공구
도로개수공사 3단계 A-7공구
동부 자카르타 홍수 통제공사 1단계 2공구
동부 자카르타 홍수통제 배수시스템 5공구
메단 주택단지 조성 공사
인도네시아 IBRD 도로 1차 개수 공사(47공구)
인도네시아 IBRD 도로 개수공사 2단계 27공구
인도네시아 P.J 도로 개수공사
자카르타 서북부 유료도로 공사 1공구
자카르타 서북부 유료도로 공사 3공구
자카르타 외곽 도로공사

울산 동북화학
웅진 R&D센터 신축공사
웅진식품㈜ 신사업 제조시설 구축공사
웅진에너지 2공장 증축 1단계 공사
웅진에너지 3공장 신축
웅진코웨이㈜ 유구공장 부대시설 신축공사
웅진폴리실리콘공장 건설공사
GM 대우 군산 디젤엔진공장 신축공사

Environment Facilities
울산 공업용수로 대암제
강화 상하지구 농지조성
무학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세종천연가스발전소
아산 도고선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천안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아산 도고선장 물환경센터
북제주군 하수처리장

THE OTHER WORKS
Electric Power·Communication Facilities
웅진에너지 2공장 3단계 기전설비 공사
부산 영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영동-양재간 연결통신구 공사
345kV 신가평-신포천 송전선로 건설공사(제1공구)
345KV 선산-신포항 송전선로 건설공사(1공구)
전주 전력구 외 1건
종로전력구 외 4건
의정부지역 전력구 공사 4차(의정부지중화)
인천서구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경인아라뱃길 지중화 2차)
창동-동암 전력구 공사
달서지역 전기공급시설(월배분기) 전력구 공사
154KV 신영일-천북 송전선로 건설공사
154KV 횡계-평창 송전선로 건설공사
154kV 온천T/L 청수지구 관로공사
154kV 팔봉-북전주 T/L 건설공사
한강하저 통신구(동작대교구간) 공사

제 2차 OECF 차관 도로 개수 N-4공구
파당 우회도로공사 1단계
파당 홍수 통제공사 1단계 2공구
파당 홍수통제 공사(2) 1 공구
빠당시뎀푸안-즘바탄메라 도로개수공사(토목부문)
페이튼 석탄화력발전소(토목부문)

JAPAN
동정천 덴조 건물 신축공사
오오사카 한국식 대문 및 담장공사

KAZAKHSTAN
서유럽~서중국 남카자흐구간 국제도로공사-6공구

LEBANON
레바논 상수도공사(2,3공구)

MALAYSIA
암팡 올리브 108 복합시설 사업
키스와이어 연구소 신축공사
KLCC(페트로나스트윈타워) 

SAUDI ARABIA
다하란 군 병원공사
동부지역 국제공항변전소,정수장 및 하수처리시설공사
듀바 방송국 진입로 공사
듀바 알바드 도로공사
라스 알 미사브 귀빈용 기존시설 변경공사
리야드 공공조경지역 조성공사
리야드 외교단지 관개용수 통제시스템공사
리야드 외교단지 스포츠클럽공사
리야드 외교단지내 9개 유치원 건립공사
리야드 해군단지내 조성,창고 및 방책 공사
사우디 국방성 군사시설 공사
사우디 아라비아 외교단지 D지역 전기 시설 공사
사우디 중앙은행 본청 건물 공사
샤마항 진입로 공사
알마모운 도로 하부 시설물 및 외부 단장공사
알바틴 군사도시내 군병원 공사

외교단지 주택공사 및 하부구조공사
주 사우디 자유중국 대사관 신축공사
주 사우디 케냐대사관 건립공사
주사우디 노르웨이 대사관 건축공사
주사우디 말레이지아 대사관 건립공사
주사우디 한국대사관 직원주택 신축공사
쥬베일 공단 NO.9 폐수 처리장 확장공사
쥬베일 공단 하이알데피 지역 43 및 44지구 조성공사
쥬베일 상업항 2차공사
지하수 집수시설공사
트리아드 미사일기지 시설공사
한국 대사관 및 대사관저 신축 공사

TAIWAN
남북 고속도로 공사(10공구)
남북 고속도로 공사(8공구) 3층 인터체인지
장충, 숭국간 도로 1공구(5.75KM)

U.S.A
솔트 레이크시 주택공사

VIETNAM
GMS 남부 해안도로 민룽 - 트베이 구간 공사
IDA 차관 1번도로 2공구
꽝아이 나짱간 도로 개보수공사 1공구
꽝아이 나짱간 도로 개보수공사 3공구
노이바이-낫탄 교량 연결공사 2공구
베트남 탄호아시 사회경제개발사업 설계, 조달 및 건설 사업
벤룩-롱탄 고속도로 건설공사 A2-1공구
벤룩-롱탄 고속도로 건설공사 A4공구
하동 행정신도시 주거복합건물 신축공사
함뚜안 수력 발전소 공사
락지아 우회도로 공사



기술 신대륙을 향한 끝없는 도전 

현재의 공법에 만족하기 보다 더 나은 공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백번의 실패를 두려워하기 보다 한번의 성공을 위해 뛰겠습니다.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며 미래의 첨단 기술을 개척하는 기업 

극동건설에게 맡겨주십시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익성 강화

사업영역의
확장

절대원가
경쟁력 확보

건전한
토론문화

사업영역의 확장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익성 있는 사업 확보,

절대원가 경쟁력을 통한 수익 창출,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통한 창의적 성과 도출의

경영방침을 실현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 10대 건설사가 되겠습니다.

SINCE 1947 SINCE 1947 SINCE 1957

2030
10大 건설사

VISION

200년 건설전문그룹의 목표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 10大 건설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