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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SUNG BAEKJOE

양심과 신뢰의 건설기업

양심과 신뢰를 최우선의 기업이념으로 여기며, 

기대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Trust Beyond Your Expectations

2015 제19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_ 도안 7단지‘백조의 호수’예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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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예 예(藝), 아름다울 미(美), 지혜 지(智)

삶이 아름다운 아파트

예미지는 장인정신이 담긴 아름다운 예술적 가치와 지적인 기능을 고루 갖추어 

삶의 질을 높인 금성백조가 짓는 고품격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Artistic & Beautiful & Intelligent

2013 제17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_ 도안 13단지 예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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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국 시공능력평가 50위

2018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평가 A+

A+

50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종합대상 대통령상’2회 수상

‘대상 국무총리상’1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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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금성백조가 지으면 예술이 됩니다.”

금성백조는 지난 1981년 창립 이후, 양심과 신뢰의 기업으로 꾸준히 건설 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주택, 건축, 

토목, 부동산개발, 환경플랜트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포트폴리오를 축적하며 품질은 기본, 기대 그 이상의 

건설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높여가고 있으며 2018년 시공능력평가 50위를 달성하였

습니다. 금성백조는 외형에만 치중한 무리한 확장이 아닌, 안정적이며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탄생한 예미지는 프리미엄 공동주택 문화를 선도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와 트렌드에 

맞춘 우수한 상품개발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대회에서 중견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2회, 국무총리상 1회를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

습니다. (대통령상 2회 - 2013 대전 도안 13단지 예미지, 2015 7단지 예미지, 국무총리상 1회 - 2008 대덕테크노 

밸리 7·8단지 예미지) 또한 동탄2신도시 시범 예미지는 2014 한경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및 2015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우수시공사 표창을 받으며, 전국적인 예미지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성백조는‘천천히 그러나 제대로’다변화해가는 건설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38년의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해 갈 것입니다. 혼과 정성을 담은 장인정신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건축물로 보답 

함은 물론, 국가와 사회를 위한 건설업의 발전과 품격높은 건설문화로 드높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금성백조주택 대표이사/회장                         

TRUST BEYOND
YOUR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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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Housing  주택 - 아파트 / 주상복합 / 상업시설 / 정비사업 / 뉴스테이 / 도급사업  

26. Civil Engineering  토목 - 도로ㆍ교량 / 단지ㆍ택지조성 / 하천 / 철도 / 상하수도 / 조경 

31. Environmental Plants  환경플랜트   

32. Building  건축 - 공공시설 / 유통ㆍ상업시설 / 생산시설 / 교육시설 / 문화ㆍ복지시설 / 종교시설 / 의료시설 / 오피스ㆍ호텔  

01

PORTFOLIO

2013 제17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_ 도안 13단지 예미지



Newstay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예미지 뉴스테이 _ 1,770세대 [2015 LH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1차 공모심사 선정]    

Apartment  
세종 4-1생활권 P3(M3·L4블록) 세종 더샵 예미지 _ 1,904세대 [최고 청약경쟁률 518:1(M3블록 84A㎡) / 2015 전국 설계공모 당선]

M3블록 L4블록

H O U S I N G
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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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세종 4-2생활권 P1(L1·L2블록) 금성백조·한신공영 _ 846세대 [2018 LH 공동개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 2019년 분양예정]

Apartment
대구 연경지구 C3블록 예미지 _ 711세대 [전 세대 청약 1순위 마감·최고 청약경쟁률 22.2:1(84㎡)]

Apartment
세종 2-2생활권 P4(M9·M10블록) 예미지 _ 672세대 [최고 청약경쟁률 165:1(112㎡) / 2013 전국 설계공모 당선] 

H O U S I N G
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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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es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도시철도 구래역 예미지 총 779세대 

[전 세대 청약 1순위 마감·최고 청약경쟁률 110.8:1(오피스텔 84㎡)]

H O U S I N G
주 택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es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7블록 동탄역 예미지 3차 총 918세대 

[전 세대 청약 1순위 마감·최고 청약경쟁률 152.4:1(101㎡) / 평균 청약경쟁률 106:1, 2018 상반기 수도권 최고 경쟁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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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es
김포 한강신도시 도시철도 구래역 애비뉴스완 [174호]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es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7블록 동탄역 애비뉴스완 [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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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충남 보령 명천택지개발지구 B3블록 예미지 _ 480세대

[보령시 최초 전 세대 순위 내 청약마감]
Apartment
충남 보령 명천택지개발지구 B1블록 예미지 _ 517세대

H O U S I N G
주 택

Apartment
대전 관저5지구 C1블록 예미지 _ 994세대 [전 세대 청약1순위 마감·최고 청약경쟁률 6.3:1(84㎡)]

Apartment 
대전 죽동지구 A1-1블록 예미지 _ 998세대 [최고 청약경쟁률 14.3:1(74㎡)] 

Apartment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A11블록 예미지(2차) _ 451세대 [전 세대 청약1순위 마감·최고 청약경쟁률 80:1(8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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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evelopment Project
대전 도마변동1 예미지(주택재개발) _ 1,803세대 [2020년 분양예정]

H O U S I N G
주 택

구분 프로젝트명 세대수 비고

아파트

인천 검단지구 AA11블록 예미지 1,253 2019 분양예정 

인천 검단지구 AB3-2블록 예미지                1,229 2021 분양예정

대구 연경지구 C3블록 예미지 711  

세종 4-1생활권 P3(M3·L4블록) 세종 더샵 예미지 1,904 전국 설계공모 당선

세종 2-2생활권 P4(M9·M10블록) 예미지 672 전국 설계공모 당선

충남 보령 명천택지개발지구 B1블록 예미지 517  

충남 보령 명천택지개발지구 B3블록 예미지 480

대전 관저5지구 C1블록 예미지 994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A11블록 예미지(2차) 451

대전 죽동지구 A1-1블록 예미지 998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시범예미지(1차) 485
2014 한경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2015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우수시공사 표창

대전 도안신도시 7단지 예미지 1,102 2015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대전 도안신도시 13단지 예미지 645 2013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7·8단지 예미지 919 2008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대상 국무총리상

대전 복수지구 초록마을 예미지 463

대전 노은2지구 반석마을 예미지 536 2006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대전 노은1지구 금성백조 아파트 646

대전 송촌지구 선비마을 3단지 금성백조 아파트 1,872 2000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주상복합

대구 테크노폴리스 RC블록 예미지 & 애비뉴스완 894 2019 분양예정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7블록 동탄역 예미지 3차 & 애비뉴스완 918

김포 한강신도시 도시철도 구래역 예미지 & 애비뉴스완 779

오피스텔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오피스텔(관평동 1356) 630 2019 분양예정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오피스텔(관평동 1345) 270 2020 분양예정 

정비사업
경남 삼천포 예미지 617  

대전 도마변동1 예미지 1,803 2020 분양예정

민관 공동개발 세종 4-2생활권 P1(L1·L2블록) 금성백조·한신공영 846
2018 LH 공동개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2019 분양예정

뉴스테이 김포 한강신도시 예미지 뉴스테이 1,770 LH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1차 공모심사 선정

도급사업

대전 갑천지구 3블록 분양아파트 1,762 대전도시공사

경기 파주출판문화2 C76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280 LH

충남 공주 웅진동 예미지 423 명진건설산업(주)

대전 노은3지구 분양아파트 439 대전도시공사

강원 속초 조양3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432 LH 

대전 도안 5블록 트리풀시티 1,220 대전도시공사

대전 도안 9블록 트리풀시티 1,872 대전도시공사

대전 KAIST 외국인 석학 및 교수 초빙 숙소 152 KAIST

대전 노은 스타돔 247 (주)효성종합건설

주요 공사실적 현황 주택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경남 삼천포 예미지(재건축) _ 617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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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안동방면) [2015 경상북도지사 표창]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제11공구) 대전 금강살리기 갑천 3지구 생태하천 조성 [2011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로(한빛대교) [턴키 프로젝트·국내 최초 3방향 케이블 사장교]

27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금빛노을교 및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C I V I L
E N G I N E E R I N G
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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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 V I L
E N G I N E E R I N G
토 목

주민센터
(예정)

보령해안경비
안전서(예정)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유치원
(예정)

준주거시설

근생시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상업시설

상업시설

C-1

A-1

B-4

C-1

A-1

B-4

B-2B-2

보령 예미지
2차(B1BL)

보령 예미지
1차(B3BL)

경기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부지조성(1공구) 충남 보령 명천지구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충청권 최초 공동택지개발(LH)] 

충남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조성 [LH대행개발]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 [LH대행개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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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젝트명    준공연도 비고

철도

경북 울산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2019(예정)

세종 경부선 조치원~ 부강간 내판구교 개량 2018(예정)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 평택구간(2공구) 2017

대전 도시철도 1호선 1-8공구 2005

상하수도

충북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2단계)
진천계통 송수시설

2018(예정)

세종 미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018(예정)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하수관정비 2015

대전 하수관거 정비 1단계 ·2단계 2013

조경

대전 대청중 야외학습장 조성 2018(예정)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6차 산업관 증축 및 조경 2017

대전 월드컵 보조경기장 리모델링 조경 2016

대전 유성명물문화공원 조성 2014

구분 프로젝트명    준공연도 비고

환경플랜트

대전 한국수력원자력 연구시설 1단계 지열 히트 펌프시스템    2019(예정)

대전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 2018 BTO사업

대전 음식물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2017 턴키 프로젝트

대전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2014

대전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2014

대전 도안 자동크린넷 2012

대전 카이스트 폐수처리장 용량 증설공사 2012

구분 프로젝트명    준공연도 비고

도로·교량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제3공구) 2023(예정)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포천간(제4공구) 2023(예정)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제11공구) 2023(예정)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금빛노을교 및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2021(예정) 턴키 프로젝트·확정가격 최상설계

부산 외곽순환고속국도 10공구 2017

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안동방면) 2015 2015 경상북도지사 표창

대전 신흥지하차도 건설공사 2015

대전 대청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2011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로(한빛대교) 2010 턴키 프로젝트·국내 최초 3방향 케이블 사장교

대전 동물원 진입도로(2단계) 확장 2008

대전 화암교 전면 개량 2007

대전 계룡육교 2007

경기 평택 신왕-도일간(2공구) 도로확포장 2006

대전IC 확포장 2005

대전 경부고속도로 대전TG 확포장 2005

대전 옥천길 제1구간 확장 2004

단지·
택지조성

경기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부지조성(1공구) 2019(예정)

경북 포항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공구) 상부기반시설 2019(예정)

충남 보령 명천지구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2018(예정)

충남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조성 2018(예정) LH대행개발

대구 연경 공공주택지구 조성(1공구) 2018(예정) LH대행개발

충남 태안 동평지구 단지조성 2015

대전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2012

대전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2011

충남 천안백석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 2003

하천

경북 형산강 경주1지구 하천개수 2016

충남 공주 다른골 소하천 정비사업 2016

경북 형산강 경주지구 하천개수 2013

대전 금강살리기 갑천 3지구 생태하천 조성 2012 2011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

경남 의령 남강 백곡지구 하천개수 2011 2011 대통령 표창

충북 옥천 대청지역 보청·안내천 하천개수 2010

부산-경남 김해 서낙동강 하천개수 2009

대전 신동천 수해상습지 개선(2차) 2007

대전 성전천 수해상습지 개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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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사실적 현황주요 공사실적 현황 토목
CIVIL ENGINEERING

토목
CIVIL ENGINEERING

주요 공사실적 현황 환경플랜트
ENVIRONMENTAL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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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 I L D I N G
건 축

대전 문화예술센터 [2015 대전광역시 건축상 금상] 경북 울산 에너지 경제연구원 신청사

경기도 광명역 복합환승시설 대전 동구신청사 대전 특허법원 [2003 특허법원장 표창]대전도시철도 1호선 정거장 4개소 [2007 우수시공 대통령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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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 서울우유 신공장

[세계 최대 유가공시설 _ 64,218㎡(구19,426평), 생산동·분유동·수유동·공무동 외]

인천 부평 광역우체국 [2012 인천광역시 건축상 우수상, 2011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우수시공사업장 선정]대전복합터미널 [대전 지역 단일건축물 최대규모 _ 115,299㎡(구34,878평)]

경북 구미 TORAY GK 5·6Line PJ 건축공사 26,864㎡(구8,126평) / 7·8Line PJ 건축공사 8,617㎡(구2,611평)

경북 구미 TORAY GK 9·10Line PJ 건축공사 11,194㎡(구3,386평) / 11·12·13Line PJ 건축공사 27,172㎡(구8,219평)

 9·10Line
5·6Line

7·8Line

B U I L D I N G
건 축

11·12·13Line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대전 배재대학교 하워드기념관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대전 카이스트 학술문화창의관 신축 및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대전 충남대학교 대전권역 재활병원 서울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세종 충남대학교병원 

B U I L D I N G
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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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 I L D I N G  건 축

경기 성남 판교 예미지빌딩 대전 탄방 예미지빌딩(금성백조 사옥)

[대전‘2009 민간 건축공사 우수공사장’] 

경기 성남 판교 골드타워 경기 성남 분당 예미지빌딩 

대전 호텔 ICC

구분 프로젝트명 준공연도 비고

공공시설

대전 동부경찰서 2016

서울 경원선 월계역사 2015

경북 울산 에너지 경제연구원 신청사 2014

경기 광명역 복합환승시설 2013

대전 동구청사 2011 턴키 프로젝트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M시설 2010

대전 광석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2010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제1연구동 증축 2008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정거장 4개소(월평/노은/지족/반석) 2007 2007 우수시공 대통령 표창

대전 중구청사 3별관동 증축 2007

대전 지능로봇 산업센터 2006

대전 관저동사무소 2004

대전 중구청사 별관 2004

대전 서대전 역사 2004

대전 세관청사 2004

대전 특허법원 2003

대전 고등지검청사 1998

대전 회덕2동청사 1997

대전 엑스포 북부소방서 1993

서울 마포구 의회 의사당 1991

대전 선화동 우체국 1990

유통·

상업시설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 2021(예정)

부산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증축공사  2018

경기 시흥 프리미엄 아웃렛 외장공사 2017

경남 김해 이마트 공통 및 기타공사 2016

경기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 증축공사 2015

부산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외벽공사 2013

인천 부평 광역우체국 2012
‘2011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우수시공사업장 

2012 인천광역시 건축상 우수상’

대전 복합터미널 2011 대전지역 단일건축물 최대규모 (34,878평)

생산시설

경기 양주 서울우유 신공장    2020(예정)

경북 구미 TORAY GK 11·12 ·13Line PJ 건축 2018

경북 구미 TORAY GK 7·8Line PJ 건축 2017

경북 구미 TORAY GK 9·10Line PJ 건축 2016

경북 구미 TORAY GK 5·6Line PJ 건축 2015

대전 부강테크 2014

대전 영풍전자 대전공장 2012

대전 에네스지 사옥 및 공장 2012

대전 대덕대학 공장형실습동 증축공사 2010

주요 공사실적 현황 건축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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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젝트명 준공연도 비고

문화·복지시설

대전 문화예술센터(예술가의 집) 2014

대전 국악전용 공연장 2014 턴키 프로젝트

대전 으능정이 LED거리조성 2013 턴키 프로젝트

충남 공주 솔브레인 공주복지관 2012

대전 CT센터 2010

대전 국립 문화재연구소 2003

대전 대덕연구단지 실내수영장 증축 2003

대전 도솔 다목적 체육관 2002

대전 대덕 문예회관 2001

대전 유등천 태평동 한마음 생활체육관 1997

대전 여성회관 1991

종교시설

경기 평택 성결교회 2012

대전 둔산제일교회성전 2011

대전 노은동 성당 2006

대전 한밭제일장로교회 2001

대전 갈마동 성당 2000 2000 대전광역시 건축상 동상

충남 논산수녀원 2000

충남 금산천주교회 1992

의료시설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2019(예정)

대전 충남대학교 대전권역 재활병원 2012

대전 제2시립노인병원 2010

대전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2008

오피스·호텔

서울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 2019(예정) 종합심사낙찰제

경기 성남 판교 예미지빌딩 2014

경기 성남 판교 골드타워 2014

대전 호텔 ICC 2013

서울 경찰공제회빌딩 비즈니스호텔 리모델링 2013

충북 청주DS빌딩 2013

경기 성남 분당 예미지빌딩 2010

대전 탄방 예미지빌딩 2009 2009 대전광역시 건축공사 우수공사장

대전 신유성빌딩 1996

대전 유진호텔 1994

구분 프로젝트명 준공연도 비고

생산시설

대전 동양강철 제3공장·제5공장 신축·증축공사 1995

대전 충남유리 문평공장 신축공사 1994

충남 논산 충남유리 연산공장 신축공사 1993

교육시설

부산 대학교 약학대학 재건축 2020(예정)

대전 카이스트 학술문화창의관 신축 및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2018

대전 죽동초등학교 2017

대전 카이스트 정문술 2관(양분순빌딩) 2017

세종 올망유 초등학교 2017

세종 두루유 초등학교·고등학교 2017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2015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대전 배재대학교 종합연구강의동 2013

대전 흥도초등학교 2012

대전 서남5중 외 1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2012 BTL

대전 배재대학교 대덕산학협력관 2011

충남 논산 건양대학교 체육관 2011

대전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기념관 2010

대전 배재대학교 하워드기념관 2010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대전 대덕대 학생실습동 공장실습동 증축 2010

대전 카이스트 인터내셔널센터 2009

대전 중앙고등학교급식실·다목적강당 증축 2009

대전 용산초등학교 2007

대전 한남대 사범대학 및 학생회관 증축 2006

대전 신탄진 용정초등학교 증축 2004

충남 천안 쌍용고등학교 2004

서울 신이초등학교 신축 및 부지조성 2003

대전 동신고등학교 증축 2003

대전 보운초등학교 증축 2003

대전 국제학교 2003

대전 신탄진 평생학습 도서관 2002 2001 대전광역시 건축상 금상

대전 동산고등학교 다목적교실 2001

대전 가수원 도서관 2000

서울 휘경초등학교 교사 1999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연구시설 및 행정관리동 1999

대전 충남대학교 법경관 증축 1996

충남 금산 중부대학교 강의동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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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Philosophy 
경영이념

Financial
Information 
주요신인도지표

“World’s Best and Most Reliable Developer & Contractor”

“재무구조 최상위 건설회사”

창조경영 열정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여 시장을 선도한다.

기술경영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핵심기술 확보와 발전을 통해 업계 내 최고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한다.

인재경영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지식과 기술의 전수를 통해 핵심 인재로 성장시킨다.

내실경영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우수한 재무구조와 안정성을 갖춘 균형 있는 성장을 추구한다.

세계경영 글로벌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다.

나눔경영 나눔과 상생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창조경영

내실경영

인재경영

기술경영

세계경영

나눔경영

재무구조 최상위 건설사 6년 연속 신용등급 A

·2018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평가 A+

·2018 ~ 2013 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 A

·2018 NICE 신용평가정보 기업신용평가등급 A+

2015ㆍ2014 국토교통부 건설사 평가 2년 연속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종합건설사 중 최상위 평가

·삼성물산(대기업), 금성백조주택(중견기업) 99점 최고점 기록 

·전체 대상업체 상위 0.1%

2013 건설협력증진대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력증진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기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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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확장기 _ 사업기반 마련

·대한민국 정부 동탑산업훈장 수훈(’99)

·대전 지하철1호선 1-8공구(’97)

·건설교통부장관 표창(’95)

·서울 서초 서신아파트 준공(’95)

·대전 고등지방검찰청 준공(’95)

·㈜금성백조건설 설립(舊 무진건설)(’94)

·대전 둔산지구 샛별(’93), 다모아(’94), 상아(’95) 아파트 준공

·천천-동향간 도로 준공(’93)

·서울 마포구 의회 의사당 준공(’90)

·대전 중촌동·비래동 2차 아파트 준공(’89)

·대전 대화동, 비래동, 신탄진 아파트 준공

·대전 대화동, 도마동, 용운동 연립주택 준공

·㈜금성백조주택 창립(’81)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도약기

·전국 시공능력평가 50위(’18)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평가 A+(’18)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 수주(’18)

·서울 종합의료복합단지 수주(’17)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금빛노을교 및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수주(’17)

·2017 나눔실천 유공자포상 국무총리 표창(’17)

·세종4-1생활권 P3(1,904세대) 설계공모 당선(’16)

·대전 도마변동1 재개발(1,803세대) 시공사 선정(’16)

·경남 사천동금 재건축(617세대) 시공사 선정(’15)

·제19회 전국 살기좋은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15)

  (도안 7단지 예미지 _ ’14년 준공 1,102세대)

·충남 보령 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4,727세대) 시행(’15)

·김포한강 Ab-04BL 뉴스테이(1,770세대) 민간사업자 선정(’15)

·황해포승산업단지 조성공사 수주(168만㎡)(’15)

·2015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우수시공사 표창(’15)

  (동탄2 신도시 시범예미지)

·국토교통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최고점(’15, ’14)

성장기 _ 우량 건설회사로 신인도 제고

·대전 탄방동 신사옥 이전(’09)

·다우종합건설㈜ 인수(’08)

·제12회 전국 살기좋은아파트 대상 국무총리상(’08)

  (대덕테크노밸리 7·8단지 _ ’07년 준공 919세대)

·대전 하수관거정비 BTL 1단계(’08)

·대전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07)

·제10회 전국 살기좋은아파트 우수상(’06)

  (노은2지구 반석마을 5단지 _ ’05년 준공 536세대)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등급 AAA 인증(’03)

·대한주택보증 신용평가등급 A+인증(’03)

·예미지 브랜드 런칭(’02)

·제4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00)

  (송촌지구 선비마을 3단지 _ ’99년 준공 1,872세대)

·대전 특허법원청사 준공(’00)

혁신기 _ 건설문화를 선도하는 리더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 민간공모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14)

·대전 문화예술센터 준공(대전광역시 건축상 금상, ’14)

·2014 한경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14)

  (동탄2 신도시 시범예미지 _ ’14년 준공 485세대)

·국민훈장 목련장(대통령)(’14)

·대한건설협회 윤리경영대상 대기업 우수상(’14)

·세종2-2생활권 P4(672세대) 설계공모 당선(’13)

·제17회 전국 살기좋은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13)

  (도안 13단지 예미지 _ ’13년 준공 645세대)

·건설협력증진대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13)

·배재대학교 하워드기념관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11)

·대전복합터미널 준공(대전 단일 건축물 최대 규모, ’11)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제10공구)(’11)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2공구(’11)

·대전 하수관거정비 BTL 2단계(’10)

History
연 혁

 2000s 1980~1990s  2010s  2015~현재

1999 _ 주택건설의날 동탑산업훈장 2007 _ 납세자의날 대통령표창 2013 _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2014 _ 국민훈장 목련장 2015 _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2017 _ 나눔실천 유공자포상 국무총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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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19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도안 7단지 예미지 (1,102세대)  

2013
제17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도안 13단지 예미지 (645세대)

국토교통부·매일경제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2회 수상

국무총리상 1회 수상

우수상 2회 수상

2008
제12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대상 국무총리상

대덕테크노밸리 7·8단지 예미지 (919세대)

2006
제10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노은2지구 반석마을 5단지 예미지 (536세대)

2000
제4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송촌지구 선비마을 3단지 금성백조 (1,872세대)

상급 신청사 단지명

종합

대통령상 금성백조주택 대전 도안7 예미지‘백조의 호수’

국무총리상 삼정 부산 신(新)화명 동원역 삼정그린코아

특별상 근화건설 목포 근화 옥암베아채

일반
아파트

대형
업체

최우수상
삼성물산 부산 래미안해운대

우미건설 광주전남 혁신도시 우미린

우수상
대우건설 관악파크 푸르지오

GS건설 용인 광교산 자이

AWARDS _ 1

상급 신청사 단지명

종합

대통령상 금성백조주택 대전 도안13 예미지

국무총리상 삼성물산 래미안 광교

특별상 이지건설 봉선주월 이지더원

일반
아파트

대형
업체

최우수상 포스코건설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

우수상
현대건설 이수 힐스테이트

두산건설 명지위브 포세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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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시공능력으로 쌓아온 빛나는 영예

AWARDS _ 2

2018 - 2012 2000 - 19932011 - 2001

2018.   4. 최고 경영자 대상 (대한경영학회)

2017. 12. 건설산업활성화 기여 표창 (세종특별차치시)

2017. 12. 대전시 체육진흥부문 체육상 (대전광역시)

2017. 10. 나눔실천 유공자포상 국무총리 표창

2017. 07. 자랑스러운 건설인 수상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2016. 09. 한국 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 부문 우수상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2015. 07. 경기도 공동주택 우수시공사 표창 (동탄2 시범예미지 1차)

2015. 07. 제19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도안 7단지 예미지 (국토교통부·매일경제)  

2014. 12. 2014 하반기 한경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동탄2 시범예미지 1차 (한국경제) 

2014. 10. 국민훈장 목련장 (대통령)

2014. 04. 대한건축학회 기술상 (대한건축학회)

2013. 12. 국토건설사업 수행 기여 표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3. 12.  건설협력증진대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2013. 07.  제17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도안 13단지 예미지 (국토교통부·매일경제)

2012. 10. 인천광역시 건축상 우수상 (부평 광역우체국)

2012. 05. 2012 한국창업대상 (한국전문경영인 학회)

2011. 10.  한국 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 부문 우수상 

 (배재대학교 하워드 기념관)

2011. 10. 4대강 살리기 사업 공로 표창 (대통령)

2011. 01. 자원봉사 우수 기업 인증 (대전광역시)

2009. 06.  제31회 환경의 날 환경대상, 환경보전 및  

쾌적한 대전 조성 기여 공로패 (대전광역시)

2009. 02.  제1회 대전광역시 우수조경상 최우수상

 대덕테크노밸리 7·8단지 예미지 (대전광역시)

2008. 07.  제12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대상 국무총리상

 대덕테크노밸리 7·8단지 예미지 (국토해양부·매일경제)

2007. 12. 매출 1천억원 탑 공로패 (대전광역시)

2007. 09.  대전도시철도건설 및 건설교통업무 발전 기여  

대통령표창 (대통령)

2007. 03. 제41회 납세자의 날 대통령 표창 (국세청)

2006. 07.  제10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노은2지구 반석마을 5단지 예미지 (국토해양부·매일경제)

2001. 05.  제13회 대전광역시 건축상 금상 / 대덕구 문예회관 (대전광역시)

2000. 07.  제4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송촌 선비마을 3단지 금성백조 (국토해양부·매일경제)

1999. 12. 동탑산업훈장 (대통령)

1999. 10. 생산성 경영자 대상 (한국생산성학회)

1999. 07. 국가유공자 주거개선 기여 대통령표창 (대통령)

1997. 06.  주택사업지원 및 국가사회발전 기여 

 국무총리  표창 (국무총리)

1996. 06.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 공로패

 (대한주택건설협회)

1995. 08. 국가유공자 주택지원사업 기여 표창 (건설교통부)

1993. 12. 건전한 납세풍토조성 기여 표창 (국세청)

동탄2신도시 시범예미지 1차

  2015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우수시공사 표창

  2014 한국경제 [한경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수상

1981년 창립 이후, 정부·기관표창·건축상·각종 감사패(장) 및 공로패(장) 등 총 396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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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아파트

대한민국

살기좋은아파트의

진화가눈부시다.

4베이평면,

발코니확장,

알파룸,

드레스룸,

가변형벽체등

아파트평면설계는

이제이보다

더좋아질수있을까

싶을정도로진화했다.

대형브랜드아파트나

지방중견아파트간에도

우열을

가름할수없을정도로

대한민국

아파트수준은

상향평준화되고있다.

가히글로벌으뜸이다.

아파트들은이제평면특화를넘어단지내커뮤니티경쟁이한창이다.단지내워터파크와놀이터를뛰어노는아

이들의활기찬웃음소리, 단지내찜질방에서흘러나오는엄마들의담소, 그리고실내배드민턴장을가르는아빠들

의힘찬셔틀콕소리는아파트를중심으로한마을공동체부활의생생한현장이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독서실, 수영장은 이제 공동시설의 기본이 됐다. 공동공간인 주차장은 이제 초절전

LED등,총천연색컬러로구분된공간,그리고자동유도등까지갖추면서백화점과호텔뺨치는수준으로진화했다.

아파트의 진화와함께제19회살기좋은아파트선발대회는역대사상가장치열했다. 서울 수도권은물론부산

거제 나주 광주 대구 목포 진주등전국각지에서아파트,임대아파트,주상복합등다양한작품이대거출품돼박

빙의승부를펼쳤다.무엇보다도지방중견건설사들의약진이눈부셨다.

대전에본사를둔금성백조주택(회장정성욱)은제17회대통령상대상수상에이어대전도안7단지예미지 백조

의호수 로제19회살기좋은아파트대상수상이란전대미문의쾌거를기록했다.살기좋은아파트 19년의심사역사

상대상 2회수상은처음있는일이다.그것도지방중견업체가해냈다.

안건혁심사위원장(서울대건설환경공학부교수)은 설계와조경이조화롭게구성된데다태양광발전시스템등

으로에너지효율성을높인점, 백조의호수 이미지를건물외벽에접목시킨우수한디자인등모든평가항목에서

높은점수를받았다 며 주민이편히살수있게지하주차장에발광다이오드(LED)자동조명과주차유도램프등을

설치하는등작은부분까지꼼꼼히신경쓴아파트 라고심사평을했다.

사실상 2등격인국무총리상역시부산출신의이름없는업체삼정이따냈다.삼정이출품한 신화명동원역삼정

그린코아 와예미지 백조의호수 는모두창립 30주년기념작이란공통점이있다.

출품작들은서류심사와 5일간의현장심사를거쳤다. 일부단지는서류심사에서고배를마실만큼까다롭게진행

됐다.최종심사에선 10여차례무기명투표를진행된끝에수상작이결정될정도로치열했다.

근화건설의 근화옥암베아채 는종합부문에서특별상을받았다.이오니아양식으로설계된캐노피등외관을고

급스럽게조성하고 근화 119 AS센터 를만들어입주안내 하자보수등을원활히진행한게좋은평가를받았다.

최우수상은△일반아파트대형부문에서삼성물산 래미안해운대 ,우미건설 광주전남혁신도시우미린 △일반

아파트중견부문에서는흥한주택 더퀸즈웰가 △임대아파트부문에서는하나건설 대구테크노폴리스하나리움

퀸즈파크 ,영무건설 세종시영무예다음 이각각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주상복합 부문에서 신세기건설 구포동원로얄듀크 비스타 △소형 저층 부문에서 디아이건설 신

곡리 디아이빌 이 이름을 올렸다. 한화건설 한화 꿈에 그린 월드 유로메트로 는 클래식한 디자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매일경제특별상 의영광을차지했다.

일반아파트대형부문우수상은대우건설 관악파크푸르지오 , GS건설 광교산자이 △중견부문우수상은호반

건설 동탄2신도시호반베르디움 , 일성건설 의정부일성트루엘 , 중흥건설 세종시중흥S-클래스센텀파크 △임

대아파트우수상은한국토지주택공사 빛가람LH3단지광주전남혁신도시 B8BL ,동부토건 영천아이존빌스타 ,

리젠시빌주택 월남지구호반베르디움아파트 ,덕진종합건설 덕진거제의봄프리미엄아파트 가각각수상했다.

기획취재팀〓이근우차장(팀장) 이한나차장 문지웅 김태성 신수현 임영신 이승윤 김인오기자

휴식 힐링 그 이상…이곳은 행복충전소

금성백조주택 등 20社 제19회 살기좋은 아파트 수상

2015년 7월 16일

금성백조 대전 도안 7단지 예미지 백조의 호수

제19회 살기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은 치열한

경쟁 끝에 금성백조주택의 대전 도안신도시 7단지 예미지 백조의호

수 에돌아갔다. 금성백조는 2013년 17회대회에서도도안 13단지예

미지를출품해대통령상을수상했다.

우선심사위원들은도안7단지예미지의쾌적한주거입지와주거환

경에높은점수를부여했다.

실제로 도안7단지 예미지 녹지율은 45%에 이른다. 갑천과 진잠천

이만나는곳에위치해월평공원을조망할수있다. 단지안으로들어

가면 최대 폭 88m의 동 간 거리를 확보해 일조권과 조망권이 탁월하

다. 산과천, 그리고공원이어우러진특화조경설계와자연학습체험

에도움되는생태연못도단지에서이용할수있다.

친환경적인입지를주민들이최대한활용해건강한삶을살수있도

록 각종 장치도 마련했다. 도안신도시 7단지 예미지는 도안신도시에

서유일하게수변공원을품고있으며단지에서바로수변공원으로이

어지는 2㎞ 워킹코스가 조성돼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 역시 단지에서

바로이용할수있다.커뮤니티시설중에서도실내배드민턴장은높이

10m, 면적 800㎡로 입주민들 이용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다. 가족 단

위입주민들이가장부담없이즐길수있는실용적인커뮤니티시설로

다른단지주민들부러움을한몸에받고있다.

입주민들의건강한삶을위해도안7단지예미지는인체에유해한성

분을최소화한친환경마감재를사용했다.심사위원들은이대목도높

게 평가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포름알데히드(HCHO)

최저수준방출자재인친환경인증최우수벽지,최우수강화마루를시

공했다.가구또한E1등급,접착제역시포름알데히드저방출원자재를

사용했으며각가구내전실과발코니에도친환경인증최우수페인트

를사용했다.또한가구별방바닥미장몰탈타설시시멘트에미장첨

가제를함께타설해시멘트독성을없앤것도눈에띄는대목이다. 시

멘트 독성물질로는 라돈가스, 아황산가스, 중금속, 암모니아 등이 있

는데 이는 아토피 피부염, 호흡기질환, 폐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금성백조관계자는 방바닥은입주자생활환경에서피부에가장많

이닿는부분이기때문에입주자들건강까지고려했다 며 해충퇴치

음파로 벌레가 싱크대를 통해 들어올 수 없도록 벌레 퇴치 센서를 설

치했으며 중앙정수 시스템과 실내환기 시스템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

들기위해노력했다 고말했다.

살기좋은아파트예미지의진가는살아보면그가치를더한다.

1102가구대단지입주민들을위해지상에는차가없는쾌적한단지

를 조성하고, 지하 주차장에는 LED 자동 조명제어 시스템을 적용해

자동으로 지하 조도와 동작을 감지해 주차 가능 공간을 안내한다. 조

도조절과연색이자유로운LED를적용해자연스러운조명을연출한

것은물론에너지사용량또한절감했다. 비어있는주차공간을표시

해 운전자 주차를 돕는 주차공간 확인 센서는 특히 입주민 만족도가

높고심사위원들도높게평가했다.

도안 7단지 예미지 별칭은 백조의 호수 다. 금성백조는 이 별칭에

걸맞은 디자인 콘셉트를 단지에 반영해 예술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호수에 드리우는 밝은 햇살과 잔잔한 물결을 아파트 입면 패

턴에적용했고백조의움직임을호수표면에비치는반짝임이연상되

도록 그래픽 모티브를 잡았다. 또한 백조의 우아한 몸짓이 너울지는

호수표면에햇빛을통해반짝일수있도록외관디자인을입체적으로

적용했다.

무엇보다 뛰어난 입지 위에 자연과 인공환경 색채를 분석해 추출

접목시켜신축중인주변공동주택단지와조화되는색채톤을사용했

고 새로 생겨나는 도심 속에서 편안함, 풍요로움, 고급스러운 이미지

의색채를사용해변화감과개성을연출했다.

금성백조는도안 7단지예미지를시공하면서입주민들과소통에도

많은노력을기울였다.

분양에앞서주부아이디어공모전을개최해우수아이디어를설계

에 반영했다. 분양 전에 두 차례에 걸친 임직원 품평회로 마감, 평면,

디자인 부분 개선사항을 도출해 수정했고 감리단, 지역 부동산, 기자

단, 가족품평회등을통해상품성을극대화했다.

시공중에는무하자품질결의대회를가지며명품예미지건설을위

해 품질실천 서명식을 했다. 입주 전에는 예미지 케어라는 자체 태스

크포스(TF)를통해내부평가와고객지적사항에대해협력사와공유

점검하는시간을가졌다.

분양이후에도 6개월마다입주예정자들을현장으로초청해총4회

현장설명회를개최했다.매회공사진행과정에대해직접현장소장이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시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속 반영했다. 입주자들이 직접 백조의 호수 라는 별칭이

건물명에도등기될수있도록요청해이를반영하기도했다.

그 결과 도안 7단지 예미지는 지정 입주 기간(2014년 6월 13일~8

월 12일)동안 93.1%가입주했고잔금납부율은 99.1%를달성했다.

도안7단지 예미지는 혼과 정성 이라는 예미지 장인정

신의집약체라는자부심을갖고있다.

제19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영예의 대상인 대통

령상을 수상한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회장은 도안 7단지

예미지는 2011년 당사 창립 30주년에 분양했던 창립 기념

특별작 이라며 1102가구라는 대단지를 어떻게 도안신도

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을지 끊임없는 설계

회의와토의를거쳐완성한프로젝트였다 고회고했다.

정 회장은 좋은 집은 우선 무엇보다 입지가 중요하다.

좋은 집터를 얻으려면 3대가 적선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

다 며 도안7단지 예미지는 갑천과 진잠천, 두 개의 천이

만나는곳에위치한데다수변공원과연접하고월평공원이

인접해 있어 배산임수 의 탁월한 입지를 갖췄다 고 말했

다.

입지만좋다고프로젝트가성공으로바로연결되는것은

아니다. 상품구성도입지에걸맞게이뤄져야하는것이다.

정회장은 이렇게뛰어난입지에과연어떤작품을선보여

야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지 고민을 거듭했다 며 더

할 나위 없이 뛰어난 자연환경에 보통 아파트와 똑같이 짓

는다는 것은 이 입지의 가치를 살리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

각했다 고밝혔다.

수많은 회의와 고민 끝에 단지 전체를 하나의 예술작품

으로만들어보자는컨센서스가형성됐다.

정회장은 단지전체가하나의예술작품이되도록작은

것하나하나까지신경을기울였다 며 나무한그루, 풀한

포기, 주민 공동시설의 작은 부분 하나에도 예미지라는 이

름이빛날수있도록고려했다 고설명했다.

그는 주변환경과자연스럽게어우러질수있는외관색

채를연구했고입면패턴또한반짝이는 백조의호수 라는

콘셉트를녹였다 고말했다.

정회장은 도안신도시의밤을수놓은경관조명은이단

지가 왜 도안신도시의 랜드마크이자 금성백조 예미지인지

분명히 알려준다 며 가로대응형 주동, 단지경관 주동, 랜

드마크주동,천변경관주동등단지전체가주변환경과잘

조화되며아름답게느껴지도록예술적인특화부분에도많

은노력을기울였다 고덧붙였다.

중견사로서는이례적으로대통령상을두번째수상하게

된 데 대해 정 회장은 2개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업체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해마다 많지 않은 가구를

공급하지만 한 프로젝트 한 프로젝트 전 직원이 사활을 걸

고명품을만든다는생각으로임하고있다 고말했다.

2015년 7월 16일 목요일 B3살기좋은아파트

대통령상/금성백조주택 대전 도안 7단지 예미지 백조의 호수

背山臨水 명당에 들어선 주민 친화형 실속 커뮤니티

정성욱 회장

나무 하나 기둥 하나…

단지 전체가 예술작품

34년 장인정신 담았죠

대통령상만 두번째…탄탄한 브랜드 가치

부동의 지방 중견건설 최강자

김포 뉴스테이사업에도 도전장

대전을기반으로하는중견건설사인금성백조주택은 2013년 17회대회에

이어두번째로대통령상을수상하는영광을안았다.

두차례대상외에도 2000년대전송촌지구선비마을 3단지금성백조아파

트, 2006년대전노은2지구반석마을예미지가중견부문우수상을수상했고

2008년에는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7 8단지 예미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

다. 특히 지역 중견건설사로서 이례적으로 2013년과 올해 두 차례 대통령상

을수상하면서대형사위주주택시장에서높은품질력과고객만족도,탄탄한

브랜드가치를인정받고있다.

금성백조는1981년대전에서창립해올해34주년을맞았다.주택을시작으

로현재는건축, 토목, 부동산개발, 환경플랜트등사업부문을갖춘종합건

설회사로성장했다. 2002년에는장인정신을담아예술적가치와지적인기능

을 고루 갖춘 프리미엄 주거 단지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담은 아파트 브랜드

예미지(藝美智)를만들었다.

전국시공능력평가 67위인 금성백조는 탄탄한 내실 경영을 바탕으로 새로

운개발사업에도도전장을내밀고있다.지난달금성백조는김포최대기업형

임대주택인김포한강Ab-4블록뉴스테이사업우선협상자로선정됐다.

김포한강 Ab-4블록 사업은 대지면적이 9만6205㎡로 전용면적 70㎡ 248

가구, 77㎡ 726가구, 84㎡ 796가구 등 전체 1770가구로 조성된다. 임대기간

은 8년으로임대종료후분양전환이가능하다.

금성백조는 지난해 8월 세종시 2-2생활권 P4구역(M9 M10블록) 예미지

(672가구)를 2-2생활권 건설사 중 가장 먼저 분양했다. 당시 성적표는 최고

청약경쟁률 165대1(112AT㎡), 평균 청약경쟁률 30대1로 전국적인 여론의

관심을받았다.금성백조관계자는 금성백조의세종예미지는2-2생활권중

P4구역설계공모에서심사위원만장일치로당선돼상품경쟁력또한인정받

은의미있는프로젝트였다 고말했다.

지난3월에는동탄2신도시A11블록예미지(451가구)를분양해계약나흘

만에전가구를100%판매하는성과를거뒀다. 4월에는대전관저5지구C1블

록예미지(994가구)를분양하며100%계약을완료해완판신화를이어갔다.

오는10월에는대전대덕테크노밸리오피스텔612실을분양할예정이다.

정성욱 금성백조 회장은 이파트보다 사는 분의 삶이 더 아름다웠으면 좋

겠다. 친환경아파트, 녹색아파트는물론좋은위치에서집의가치를극대화

해최고주거브랜드로인정받았기에더할나위없이기쁘다 며 앞으로전국

적인다양한사업지에서더욱특별한예미지를선보일수있도록최선을다하

겠다 고말했다.

<배산임수:산을등지고물을바라보다>

MEDIA ARTICLES
HOUSING AWARDS

도안 7단지 예미지 (1,102세대) 

제19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도안 7단지 예미지 (1,102세대) 

제19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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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외관 화려함보다는

주민 편안함이 우선이죠

정성욱 회장

룕외관보다 입주자의 삶이 아름다운 아

파트가진정아름다운아파트다.룖

정성욱 금성백조 회장의 이러한 평소

철학이 집약된 단지가 바로 제17회 살기

좋은 아파트 대통령상을 거머쥔 도안신도

시 13단지예미지다.

정 회장은 룕2009년 13단지 예미지 분

양 당시 홍보영상에서 직접 룏필생의 역

작룑을 만들겠다고 말했는데 살기 좋은 아

파트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큰 영예로 약

속을 지킬 수 있게 돼 영광룖이라며 룕앞으

로도 평생에 걸쳐 가져왔던 열정과 주거

에 대한 철학을 예미지에 고스란히 담겠

다룖고포부를밝혔다.

정 회장은 여러 사업 중에서도 주택 부

문에 특히 애정이 깊다. 1981년 대전 대

덕구에 27가구금성백조빌라를시작으로

창업한 데다 32년간 아파트 사업을 통해

회사의 성장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왔

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살

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2회, 국무총리상 1

회를 수상한 지난 실적도 그 궤를 같이하

고 있다. 그가 말하는 입주자의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일까. 정 회장은 편안함과 미

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공사와의 끊

임없는소통이라고표현한다.

그는 룕예미지 아파트는 드러나는 화려

함보다 지낼수록 느껴지는 편안함에

초점을 맞추고 짓는다룖며 룕토지

를 구입할때부터 100여가지

의 항목을 분석해 입주자로

하여금 살아갈수록 입지의

진가를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룖고자부했다.

이와 함께 금성백조는 전체 아파트에

대해 모두 직영으로 애프터서비스(AS)

를 하고 있다. 분양과 시공으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예미지에 살아가는 주민과 끝

까지 함께 하겠다는 각오의 표현이다. 도

안신도시에는 13단지 외 또 하나의 예미

지가 건설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인도안신도시 7블록예미지다.

정 회장은 도안 13단지 예미지를 지을

때도 그랬듯 지금도 주말이면 아파트 현

장을직접방문해둘러본다.

그는 사회공헌활동과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도 드러냈다. 정 회장은 룕대전과 금

성백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룖라며

룕사회봉사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와주신 분들에 대한 작은 보답룖이라고 말

했다. 실제 교육굛복지굛국가유공자 가옥

무료보수 등 30여 년째 나눔활동을 펼쳐

와 2010년에는 대전광역시 사회봉사 우

수기업으로인증받았다.

대전 도안신도시 13단지 예미지는 높은 녹지율, 친환

경 자재, 고에너지효율로 명실상부한 룏그린 아파트룑를

실현한 단지다. 입주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강조하는 금

성백조의 주택 철학이 녹아 있다. 이러한 회사의 노력은

준공후두달만에입주율 98%로보답받았다.

우선 52%의 높은 녹지율은 단지의 사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생생하게 알려준다. 단지를 따라 흐르는 실개천

과 단지 중앙분수대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단지 내에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해 생물이 살

아갈 수 있는 생육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다.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게 해 토양수 증발에 따른 기온 저하,토양

미생물의 보존, 지하수에 의한 물 순환, 미세 기후 조절

로수목및생물의생육환경을만들어줬다.

또단지내약 2㎞의 산책로를 만들어 인근 체육공원과

빈계산으로바로이어지도록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번 대회부터

새롭게 기준이 된 층간소음 항목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

았다. 이 단지는 한국소음진동에서 진행한 층간소음 시

험성적서에서 경량충격음 2등급, 중량충격음 3등급을

받았다.일부가구에서는경량충격음레벨이 42dB로경

량 1등급이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가구 간 층간소음을

줄이기위해노력했다는것이다.

친환경 부문도 아주 뛰어나다.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

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최소화한 친환경 마감재를 사

용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최저수준

방출 자재인 친환경 인증 최우수 벽지, 최우수 강화마루

를 썼다. 가구 또한 친환경적인 E1등급을 사용하고 접

착제는 포름알데히드 저방출 원자재를 사용했다. 시멘

트에미장첨가제를넣어시멘트의독성도없앴다.

에너지 효율성도 높였다. 도안13단지 예미지는 2012

년 6월 평가기관 두 곳에서 친환경 아파트 인증을 받았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평가에서 친환경

건축물 우수등급을 받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인증 또한 받았다. 아파트 등 공

동주택이 친환경건축물과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을 동시

에 인증받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24㎜ 로이 복층유

리와 전열교환형 환기 유닛으로 에너지 및 관리비 절감

또한놓치지않았다.

빗물 저수조와 각 가구 내의 절수페달, 절수형 양변기

양변기 등도 설치해 환경 친화성을 더했다. 특히 빗물이

들어오면 저수조에 저장해 조경용수로 수목관수와 수경

시설에이용할수있게했다.

단지의 입지 조건도 좋다. 이 단지가 자리 잡은 대전

도안신도시는 세종시와 16.4㎞ 떨어져 있어 출퇴근이

가능하고 대전 둔산 시내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학하굛

노은굛관저 지구 등 대전의 다양한 택지지구 중심에 있는

데다도시철도 1호선도쉽게이용할수있다.

도안13단지 예미지는 도안신도시 중심에 위치해 교

육, 쇼핑, 교통, 여가활동 등이 편리한 인프라스트럭처

가 구축돼 있으며 단지 동쪽에 대규모 체육단지 조성,단

지 북쪽에 왕복 8차선 동서대로 개통으로 도시 중심 및

외곽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됐다. 동쪽 갑천과 남쪽 빈계

산이 자리 잡아 주민들의 정서적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

는위치이기도하다.

입주민을 편하게 해주는 단지 설계에 입지적 조건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평형은 불황에도 프리미엄까지 붙었

다. 전용 84㎡형 일부가 분양가보다 2000만~3000만원

정도높게거래되고있다.

입주민과의 소통도 돋보인다. 도안13단지 예미지는

건설 중에도 입주민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해 반영했다. 주방가구 열변형

방지를 위한 방열판 설치,실외기 설치 공간에 열기를 차

단해주는 문 설치,실외기 하부 거치대 설치 등은 입주자

의편의를고려해시공중에변경한사항들이다.

또 분양 이후 입주 시간차에 따른 트렌드 변화에 따라

마감재도 변경했다. 주방가구 상하부장, 아일랜드식탁

상판,주방조명,거실아트월등을바꿨다.

단지 전체 디자인에도 신경을 썼다. 자연스러운 미관

을 연출하기 위해 주변의 인공환경과 자연환경의 색채를

분석해 외벽 색상을 구성했다. 밤에는 물과 조경, 빛을

조화시켜 정자와 실개울 정원에 어울리는 공간을 연출하

고있다.

금성백조주택은 1981년 대전에서 창립돼 올해로 32

주년을 맞은 회사다. 주택 전문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종합건설회사로 건축, 토목, 부동산개발, 플랜트, 해외

사업까지영역을넓혔다.

금성백조는 2002년 기존의 룏금성백조 아파트룑 대신

브랜드 룏예미지룑를 만들었다. 예미지는 기예 예(藝), 아

름다울 미(美), 지혜 지(智)의 합성어로 장인정신과 아

름다운 예술적 가치, 지적인 기능을 고루 갖추겠다는 주

거문화 철학을 담고 있다. 작년에는 동탄2신도시 17블

록 예미지 분양을 앞두고 브랜드 탄생 10주년을 맞이해

이미지도바꿨다.

수도권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전 지역을 중심

으로 꾸준히 주택을 공급해 왔다.창립 이후 금성백조 아

파트와 예미지를 포함해 약 1만2000가구를 공급했다. 2

012년 11월에는 동탄2신도시 17블록 예미지를 통해 수

도권으로첫진출했다.

살기좋은 아파트 대회에서도 2000년, 2006년에 중견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가 2008년 대덕 테크노밸리 7굛8단

지 예미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이번까지 총 네 번의

수상실적을자랑한다.

주요 건축 실적으로는 대전지역 단일 건축물로는 최대

규모인 대전 복합터미널과 2007년 우수시공 대통령 표

창을 받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정거장 4개소 등이 있다.

토목 실적으로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 부산 외곽순

환고속국도 10공구, 대전 도시철도 1호선 1-8공구 등의

공사를수행했다.

전국 시공능력평가 94위인 금성백조는 재무구조도 탄

탄하다. 2013년 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 A, 대한주택보

증 기업신용등급 A-를 받았다. 매출은 2012년 기준 20

46억원,순이익 102억원을달성했다.

2013년 7월 16일 화요일 넭넮넯넰B2 살기좋은아파트

대통령상/금성백조주택룏대전 도안신도시 13단지 예미지룑

2㎞ 산책로에 층간소음 확 줄여…주거가 예술이 되다

친환경굛에너지효율 동시 인증…두달만에 입주율 98%

금성백조주택은 81년 대전서 창립해 해외건설까지 진출

금성백조주택 룏대전도안신도시 13단지예미지룑

부동산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투자재로서의 아

파트에 대한 관심은 식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아파

트 품질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가는 추세다. 실수요

자들을 잡지 못하면 분양이 성공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시장에서 형성되면서 공급자인 건설사들이 품질 올리기

에박차를가하고있다.

대형 업체와 중견 업체 가릴 것 없이 건설사들이 소비

자의 눈길을 끌 만한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

면서상승효과를내고있다.

제17회 매경 살기좋은 아파트 선발대회는 이런 주택업

계의트렌드를읽을수있는 룏창룑이었다.

우선 자연과 가까운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건설사들의

노력은여전히진화하고있다.

단지마다 아이들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한 실개천과

가족들이 거니는 산책로는 기본적으로 구비돼 있다. 단

지 내 공원 곳곳에 예술품 같은 조형물이 들어서 있고 낮

과 밤에 따라 서로 다른 정경을 연출하기 위해 고심한 흔

적도엿보였다.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한 친환경 소재와 에너지를 아끼

기 위한 빗물저수조나 옥상 태양광 집열판 등 에너지 절

감시설도이제는익숙하다.

성냥갑 같은 모양에 단색으로 칠한 단지 외관 디자인

도 옛말이다. 나무 뿌리와 나뭇잎의 생동감 넘치는 잎

맥, 그리고 물이 잔잔히 번져 나가는 파장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외관은 시각적인 조형미와 상상력까지 뛰어넘

는다.

입주민과의 소통도 필수 항목이 돼버렸다. 과거 집은

짓기만 하면 팔리던 상품이었지만 주택보급률이 100%

를 넘어선 지금은 아니다. 설계 후 시공 단계에서 건설사

들과 입주예정자들이 의견을 나누면서 마감재가 고급화

되는등아파트는점점더진화해간다.

입주민들의 교류 공간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생

활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대형 욕탕과 건굛습식 사우나

를 갖춘 목욕탕에 스크린골프장을 포함한 골프연습실,

헬스장, GX룸 등 운동 공간과 문고, 키즈룸, 독서실 등

취미굛여가활동을즐길수있는다양한시설이들어선다.

입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룏스마트룑해지는 아

파트도 확인할 수 있다. 외출 시 도어 카메라에 출입카드

를 대면 집 안 조명과 가스가 차단되고 엘리베이터가 자

동으로호출되는정경이더이상낯설지않다.

트랜스포머처럼 입주자들의 필요에 따라 천변만화하

는평면의진화는놀라움그자체였다.똑같은전용면적8

4㎡형을 취향에 따라 커다란 침실 하나와 거실 하나만 있

는1인용주택으로만들수있고,침실4개짜리집으로만

들어부모님을모시고사는2가구형으로도바꿀수있다.

이런 건설사들의 노력은 소비자의 선택으로 이어진

다. 요즘 같은 불황에 프리미엄까지 붙었다는 것은 그만

큼시장의인정을받았다는의미다.

이번 17회 대회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금성백조주택

룏대전도안신도시 13단지 예미지룑가 차지했다. 국무총리

상은 삼성물산 룏래미안 광교룑가 거머쥐었다. 특별상은

이지건설 룏봉선주월이지더원룑에돌아갔다.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포스코건설 룏청라 더샵 레이크

파크룑(대형 업체), 중흥건설 룏순천 신대지구 중흥 S-클

래스 1차룑(중견 업체), 요진건설산업 룏풍동 요진 와이하

우스룑(소형굛저층), 한국토지주택공사 룏평택소사벌지구

A-2블록룑(임대아파트)등이선정됐다.

기획취재팀＝전병득 차장(팀장), 고재만굛홍장원굛우제윤 기자

진영태굛백상경굛최희석굛이승윤 기자

제17회룏살기좋은 아파트룑금성백조주택등 13社 수상

만남과 소통…

2013 살기좋은 아파트상 수상 업체

살기좋은아파트

상급 신청사 단지

종합

대통령상 금성백조주택 대전 도안신도시 13단지 예미지

국무총리상 삼성물산 래미안 광교

특별상 이지건설 봉선주월 이지더원

일반

아파트

대형

업체

최우수상 포스코건설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

우수상
현대건설 이수 힐스테이트

두산건설 명지위브 포세이돈

중견

업체

최우수상 중흥건설 순천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1차

우수상
제일건설 전주 하가지구 2블록 제일 오투 그란데

하나건설 익산 부송동 하나리움

소형굛저층 부문
최우수상 요진건설산업 풍동 요진 와이하우스

우수상 그린플러스종합건설 구로해담채Ⅱ

임대아파트
최우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소사벌지구 A-2블록

우수상 부영 광주 첨단2지구 부영사랑으로

넭넮넯넰
2013년 7월 16일

도안 13단지 예미지 (645세대)

제17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도안 13단지 예미지 (645세대)

제17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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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7·8단지 예미지 (919세대)

제12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대상 국무총리상

대덕테크노밸리 7·8단지 예미지 (919세대)

제12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대상 국무총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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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8일 금요일 ����C 2

                                                                 종합대상(민간부문)  동탄2신도시 금성백조 예미지

    복층·테라스 넣어 콘도 분위기 … 분양 이후도 품질 업그레이드
내년보1월보말보경기보�성보동�2신��보��
��보내보1택블록에보들�설보‘힐링마크보�
성��보예미�’는보�성��주�이보‘예미
�’보브랜드로보수��보주��장에보진��
는보첫보�품이�.보1·2층보�층보테라스��
스보��보등보�층�보��우보�면(�면)보��
인보차��우보단�보중�에보고층을보�치�
는보파�라마�보동보�열보등보창�보이후보30
�년간보수���보원�는보눈높이보이상의보
아파�를보선�인보�성��의보��이보고
스란히보��인�.보심사위원들이보민간보�
�에�보대상�으로보선정한보이��보단�보
설계보때��보품질에보�세�게보신경을보쓴보
데�보��보사�에보���이보공헌해보온보게보
����는보후�이�.

◆공원으로 둘러싸인 힐링단지
단�보이�에보들��는보‘힐링마크’는보‘힐
링(치�)’�보‘랜드마크(랜드마크)’의보합성
�로보동���이보공원으로보����보있
는보���보��경단�에�보힐링보라이�
를보��한�는보의미를보담고보있�.보��으
로보치동천우보��으로보중�근�공원우보��
으로보수변공원이보단�를보에워�고보있�.보
�든보��를보�향보위주로보�치우보중�근�
공원�보수변공원보��이보����.
이보단�는보��보2층우보�상보택~1북층보12개

동으로보이뤄진�.보상대�으로보동보수�보
많아보고층보단�로보이뤄진보단���보공사
비�보많이보든�.보��만보��은보택층보등보�
층을보�치�고보단�보중�에보1북층을보넣는보
파�라마(물�)�보�치로보����보통

풍이보양호�고보����.보단�는보총보4부5
��(전용보택4·부4㎡)로보�두보중�형이�.보
단�보인근에보초·중·고�보등보���설이보
계��보있�보걸��보통�이보����.보단
�보��보����보내보�일�게보공��치
원보���보있�.

◆저층·지붕·외벽 특화로 눈길
내년보초보�주를보앞두고보마무리보공사�보한
창이�.보�주�들의보��를보���고보품
질을보개선해보당초��보한층보�그레이드
��는보평��.
�경보면�은보�정보�정(15욕)��보3�보

��이보많은보41.5부욕에보달한�.보수종(나무보
종�)만�보부0�종에보이�고보2000그루를보
���.보�나무�보당초보3북그루에�보120그
루로보늘리는보등보�주보후보숲으로보이뤄진보공
원보같은보느낌을보줄보것으로보기대된�.
�층�보���보눈길을보��.보전용보부4

㎡보1���에보1·2층을보�층보��로보만들
고보2층에보테라스를보넣��.보��공간을보
�성우보마치보��에보온보느낌이보든�.보정대

�보�사장은보“�층��보고층��보�관
이보같은보�양이면보거푸집으로보쭉보올리면보
되는데보�층��보달라보일일이보수���
��고보설���.
이보같은보��보�분에보“�층�에보��

이보부000만원우보나��보��에보5000만원
�량보��보있�만보나오는보물건이보거의보�
��는보게보인근보중개��의보설�이�.
내�는보중�형이�만보4베이(방보3��보

거실보전면향보�치)와보2면보개방형보��로보
설계해보거실이보��.보방보3��보�장실보2
개로보�성된보전용보택4㎡는보수�공간(�
�리)�보워크인보드레스룸을보설치�는보등보
수�공간을보많이보마련��.보전용보부4㎡는보
대면형보아일랜드보주방�보��설계를보통
해보거실�보주방보간보공간을보�게보��고보
�통풍보��로보설계��.
1층을보�로�(통풍�보�라이��보�

호를보위해보비�보있는보공간)로보�성�고보3
층��보대리�으로보마�한보데보이�보현관보
���를보�장�게보�은보것은보�주민의보

��심을보높이기보위해��.보���보파란
��보��보�인�를보넣고보�크패널�보�
합패널로보��인해보세련된보느낌이보든�.보
계단실보상층��보커튼월보형�의보���
리를보사용해보고�스��.보���보알루미
늄바와보�늘�보��보��보등의보��인�보
글라스로보��을보살리고보���리로보처
리해보산뜻한보느낌이보든�.

◆업그레이드 지속된 품질 완벽주의
�상에보차�보�는보안전한보단�로보�성된
�.보��수변공원으로보이��는보곳에보개
�동보커�니���를보마련��.보힐링�
�와보��관우보��실우커�니�보룸우보��
룸우보실내��연습장우보실�룸우보�미룸우보�
��설우보�워실�보라커룸을보겸비한보��
니스���보들�선�.보보
공사보중에보품질을보�그레이드한보게보한

두보���보아니�.보층간보차음�보성�을보
당초보‘경량보2등�우보중량보3등�’에�보‘경량보
1등�우보중량보2등�’으로보높��.보대��보
���에보�로보방�보�설을보설치�고보공
용·���실에보바��방을보��로보�용
��.보����스보��보�리를보당초보22㎜보
로이�리에�보30㎜보로이�리로보���
�.보동�2신��보관련보��(동천�양)에보
예미�보관련보사진이나보��이보올라오면보
�글이보�장보많이보달��.보이창수보현장
�장(이사)은보“인근보현장�장들이보품질보
�그레이드를보그만�라고보��연할보정
��라고보����.

  김진수 기자보true@hankyung.com 

“��을보�년�대계라고보��이보주��보���보아니라보3·4대에보걸쳐보살보수보
있는보100년보주�을보���보합니�.보그��면보�공에보혼을보��보넣���.�
정성�보�성��주�보�장(�북·사진)은보주�보건설�에만보50년간보종사해

온보‘건설보장인’이�.보대전�보��에�보�장보�경�는보건설인으로보꼽히는보것
�보주�보분�보한�물만보파온보데�보��사�에보기�와보봉사활동을보��해와
��.
정보�장은보�정형편이보��워보초등��를보����마�보��전선에보��

들��.보1택살보건설��보처음보인연을보맺고보�공보�에�보일꾼으로보근무��.보
군대보제대보후보10�년간보현장보기사��보��해보기초를보�진보뒤보1북부1년보대전보
대�동에�보�성��를보창���.
정보�장은보‘최고의보품질보�공’만이보건설사�보���는보길이라고보�는�.보

수��의보��를보만���기보위해보�단히보��한�.보��보4�에보기상우보�
루를보길게보활용�는보것�보이보때�이�.보“��을보때는보���히보일��보않
으면보당장보�계�보�란해���.보몸에보���인�보���보�루를보알차게보
�니�.�
이번에보대상�으로보선정된보경기보�성보동�2신��보1택블록보‘힐링마크보�

성��보예미�’에�보혼을보��보넣고보있�는보게보정보�장의보설�이�.보2012년보
분양보당�보수��에�는보상대�으로보인���보��고보판단우보�성�보인근보중
개��보관계�보등을보대전으로보초��는보힐링��를보���.보
�성���보대전�에�보��는보인��와보�장보평판을보��보느끼게보�

기보위해���.보정보�장은보“수��에�보예미�보브랜드로보공�되는보첫보단
��라�보“수���보꺼리는보1층을보테라스보형�의보�층으로보설계�고보�층
�를보대리�으로보마��는보등보상품�을보높이기보
위해보신경보���고보����.
그는보�주�의보��만�보기분보�은보것은보�

�고보��.보“열쇠를보�아든보�주��보아파�보잘보
���고보말할보때보한�이보�����고보말��.
정보�장은보아파��보단순한보주거용보건�물이보

아니라보��의보예��품이보���록보만들��보
한�고보��한�.보“주�은보단연코보예�이��보합
니�.보예미�는보�연보및보��경관�보���
진보�나의보예��품으로보�성�고보있습
니�.보무���보�주�에게보편안�
고보편리한보��처�보되는보‘힐링’보
공간의보�할을보할보수보있�록보�
든보��을보쏟아붓고보있습니�.�    

대전 복합터미널·광명역 환승시설 등 시공 … 재무구조 1등급

1북부1년보대전에�보설�된보�성��주�
은보주�우보건�우보��우보�경·�랜�우보�동
산보개�보등을보수��고보있는보종합건설�
사�.보아파�보브랜드는보‘�이보아���보
아파�’라는보의미를보담은보‘예미�’를보�
고보있�.보
��보부월보세종�보2�2�활�보�4��보

�북·10블록에�보�택2��의보‘세종보예미
�’를보공���.보최고보��경쟁률보1�5보

대보1우보평균보경쟁률보30보대보1을보기록해보꺼
��는보세종�보분양�장의보��를보되
살��.
앞으로의보사�보물량�보���게보��

��.보내년보경기보�성보동�2신��보�11
블록에�보아파�보451��를보선�이고보
동�2신��보주상�합�택블록(501�
�)�보��한�신��보�3블록(택01��)
에�보아파�를보공�할보계�이�.보이밖에보
대전보관�5��우보계룡보대실��우보대�보테
크��리스보등보총보1�부000�원�치의보

사�보물량을보���고보있�.
주�보건�보실�으로는보대전��보단일보

건�물로는보최대보��(연면�보11만52북북
㎡)인보대전보�합�미널을보비�보��대보
�워드기�관(2011보한�보건���대상보
�공건�물��보�수상)우보대전����보
1호선보정거장보4개�(200택보�수�공보대통
�보표창)우보경기보�평보�����(2012보인
천���보건�상보�수상)우보���보�합
���설보등이보있�.
��보실�으로보수�~평�보고���보2

공�우보�산보��순�고���보10공�우보대
전보����보1호선보1�부공�우보대전보�천보3�
�보���천보�성우보대전보����보��개
�사�보기��설보공사보등이보대표�이�.
전�보�공��평�보�택위인보�성��

는보�무��보1등�보건설�사�.보��해보
이후보2년보연�보건설공제�합보신용등�보
�우보대한주���보기�신용등�보��를보
���.보중�기�으로�보건실한보�무�
�와보내실경�을보바�으로보안정�으로보
성장�고보있�.보보보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회장

“3~4代 사는 100년 주택 지어

 아파트는 도시 예술작품 돼야”

금성백조주택은

����주��보경기보��보동탄2신도�보1택
블록에보공�한보�����보예미지’와보L식(한
��지주�공사)가보�정중심�합도�보1�3
생활권보M1블록에보선�인보L식아파�가보2014
년보��기보한경주거문�대상보종합대상보수상
���보선정됐�.보올해�보13년째를보맞은보한
경주거문�대상은보주거분�에서보최�보권위
를보���는보상��.보
올보��기는보지방보분��장�보활황세를보�

어가�보수도권보분��장�보���보영향��보
�품��보많��보�품보수�도보한�보�아�
�.보��인보평면보등�보갈수록보�전��보있어보
심사위원들은보대상�보선정에보�심을보거��
�.보그보��보민간보부문에서는보대전지�에보연
�를보�보����주��형보공공부문에서는보
L식가보수상의보영예를보���.보����주�
은보수도권에보첫보���는보�품��보종합대상
을보차지��형보L식는보공공부문에서보3�보연�
��보수상�는보��을보����.보���보한
경주거문�대상보심사위원장(중�대보건��
부보�수)은보�중�주�건설업체와보L식의보아

파�보수��보대�보건설사보못지않은보수���보
올라온보��보가장보����라�보���.

중견업체·수익형 부동산 수상 많아
분��장보��보영향��보2014년보��기보한경
주거문�대상보����보최근보3년보��에보가장보
많��.보��보1태�보부문에보40��사가보���
�.보�보중보심사를보거쳐보24�사가보수상��.
올해는보��보중�주�건설업체들의보��

�보�����.보����주�보중�건설보우
미건설보등�보주�보상을보����.보�들보건설
사는보대�보건설사보못지않은보�품을보선��보
심사위원을보놀라게보만들��.
에스��파��스(레지던스호�대상)보코

리아���용(호��리��대상)보등보�장
에보신규보��한보업체들의보수상도보눈에보��
�.보지��업��(�보아파��보공장)의보��
인보에�스건설은보�음��보��한보아파��보
평면혁신대상을보수상�는보기염을보���.
수��보부동�의보�품�보수상도보�거보어

느보���보많��.보��보업체가보수��보부동

���보수상��.보���리보�대를보맞아보분
��호�보도��생활주�보지��업��보레
지던스보등보수��보부동��보인기를보��보있
는보최근보�장보���가보그대�보�영됐�.보�
들보수��보부동�은보공실위�을보줄��보수
��을보��기보위해보호��보서비스보등보��
한보서비스를보����보심사위원들의보호평을보
��어보��.
수상�은보전�에서보��보나��.보보수도권에

선보위례보세�2보��보동탄보등보인기보신도�와보도
심보인기지�보재건��재��보���보수상의보
영예를보���.보지방에서도보신도�와보재건
��재��보지�에서보수상��보많�보나��.

금성백조주택·LH 종합대상 수상
민간부문보종합대상을보수상한보����주�
의보동탄2신도�보1택블록보아파�는보�보�사가보
수도권보주��장에보첫보��한보�품��.보수
도권보실수��들에게보�은보인상을보�기기보
위해보30�년간보갈�보�은보설��상품기�보능
�을보총동원해보기존보주��보차����.보�

�부는보���보�라스�우스�보����.보
��에보��형보중심부에보��을보��해보단지보
전체보��인을보���게보����.보���
�보분�보��에도보품질을보업그레���기보
위해보많은보��을보기���보있�는보��보심
사위원들�부�보�은보평가를보���.보�간보
차음재보등�보상향형보부부�실보���방형보��
문보��방지형보�도�리보��보등을보통해보품질
을보지����보업그레����.
L식는보3�보연���보공공부문보종합대상

을보수상해보공공분�의보�대���을보��
��.보L식가보�정중심�합도�에서보공�한보
아파�는보민간보아파�보�상�라는보평가를보
���.보보�보아파�보�4㎡는보방보3��보거실을보
�향보쪽에보��한보4��보���.보최�단보민
간보아파�에보�용�는보평면��를보공공아파
�에보도���.보또보방��보���보장을보들�
�형보주방보쪽에보대�보�장공간인보��리를보�
���.보그�에도보분�가는보주�보민간아파
���보3.3㎡당보100만원보�상보����.

  조성근 기자보truth@hankyung.com 

종합 대상

�분��장�보활황세를보�인보�에보실수��
의보니즈(needs)에보맞는보��한보주거�설�보
많�보�품됐�니�.�
���보한경주거문�대상보심사위원장(사

진)은보��거보어느보���보우수한보�품�보많
�보나와보수상�을보선정�는보데보어���보많

����보���보���.
그는보�혁신’�보���보

만�’을보심사의보최대보기
���보����보��
�.보��보만�을보위해보얼
�나보집을보혁신�느�
가보주�보��보기��보됐

�는보�기�.보�에보�라보신평면형보친환경형보신
재생에�지형보장수명보아파�보등의보��을보�
�한보�품�들�보대거보수상��.

그는보장수명보주��보등장한보데보대해보만�
�을보나���.보�는보생�주기에보�라보�부
��를보��가면서보평생을보살보수보있는보주�
을보�한�.보�를보위해선보���형보가��형보수
리보용��보등의보�건을보���보한�.보�보위원
장은보�20년��보재건��재��을보�면보사�보
전체���보비용�보��보많�보����보��
��보짓는보집은보최�보50년보�상보갈보수보있도록보
지어�보한���보����.
그는보���보지�보등보신재생에�지를보�

용해보관리비보부담을보대폭보줄인보아파�형보전체보
단지의보��보�상을보�지보공간��보��한보
친환경보아파�보등도보많���보����.
�보위원장은보�어보평면의보��도보��됐

��보평가��.보전용보태0㎡보아파�에보4��보평
면을보�용한보것을보대��인보사례�보���.보
방보3��보거실을보�향��보��해보��보방에보
���보�보들�형보���보�보통�는보���.보
�보위원장은보보�설�보혁신을보통해보3��를보�
어보4���지보������보����.  

“新평면·친환경·신재생에너지 … 혁신과 고객만족 두루 갖춘 단지”

���� ��� �경주���대상 수상업체
수상부� 업체� 수상��

종합대상
금성�조주택(��) 동�2신�시 1��� 금성�조�미지
�H(공공) �����합�시 1����� �1��

아파트대상
(주)효성  용인 구성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대건설 광주 ���시�� �스�이트
��건설 구미 ��단지 ��S��래스 에코시티

웰빙아파트대상
우미건설 천안 불당 우미린 센트럴파크
�S건설 ��파크��이

오피스텔대상
한�건설 �� 오��스크
안강건설 마곡 럭스나인

주��지대상 SH공사 세곡2지구 6단지, 8단지
단지조경대상 삼성물산 래미안 해운대

마케팅대상
금호건설 광주교대금호어울림
오산세마지역주택조합 e편한세상 오산세교

혁신���호텔대상 제이엔피홀딩스 제주 성산 라마다 앙코르호텔
브랜드대상 대우건설 용산 푸르지오 써밋
������대�대상 ��스앤���
��형��주택대상 ��산업�� ���트���

레지던스호텔대상
에스앤디파트너스 어반 플레이스 강남
동원건설산업 시타딘 해운대호텔

평면혁신대상 에이스건설 용인 에이스카운티

호텔&리조트대상
디�이건설 인천 ��동 호텔라르 시티�파크
코���산운용 �� 라마다설�해�호텔

지�산업��대상 성�산업�� �� 센트럴��
��상 신반포1차재건축조합

금성백조주택 �동��신�� 금성백조 ��지�

LH ���중��합�� ������ �����

  공원 속 ‘힐링 단지’
 동탄2 금성백조 예미지

  민간건설사도 ‘깜짝’
 ��� �� ���

심사평

��� �사�원� �중�대 ���부 �수�

동탄2신도시 시범예미지 1차 (485세대)

2014 하반기 한경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동탄2신도시 시범예미지 1차 (485세대)

2014 하반기 한경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MEDIA ARTICLES
HOUSING AWARDS

MEDIA ARTICLES
HOUSING AWARDS

공원 속‘힐링단지’
동탄2 금성백조 예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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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에 2017년은 의미 있는 한
해였다. ‘백 투 더 노멀, 포워드 투 더 퓨
처(정상으로 회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경영 계획 목표치를 모
두 달성했다. 서남아시아 최대 규모인 방
글라데시 마타바리 석탄 화력발전소를
수주했고, 국내에선 역대 최대 규모인 울
산 신항 남방파제 공사를 수주했다. 미얀
마 양곤호텔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인 라
자왈리 플레이스 프로젝트를 착공했다.
제주 애월 LNG 터미널 수주와 필리핀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 수주를 통해 포스
코엔지니어링 합병에 따른 시너지도 확
인했다는 평가다. 주택 분야에선 아파트
2만여가구를 성공적으로 분양했다.

이런가운데포스코건설은지난1일이
영훈<사진> 포스코켐텍 사장이 신임 사
장으로 취임했다. 이 사장은 2013년 포스
코건설 경영기획본부장(CFO)을 맡아 매
출 8조원, 영업이익 4000억원이라는 역
대 최대 경영 실적을 내는 데 기여했다.

이 사장은“올해는 차별화 혁신, 경영
혁신, 원가 혁신을 위한‘스마트 이노베
이션 1.0’운동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회사의 10년 먹
거리를 찾아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포
부를 밝혔다. 구체적인 실적 목표로 매
출은 지난해보다 6.3% 늘어난 6조7000
억원, 수주액은 13% 증가한 10조원을
내걸었다.

차별화 혁신은 고객 가치 창출이 목표
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스마트
컨스트럭션’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사업

효율화에 나선다. 철강₩발전₩LNG₩철도
₩수처리₩주택 등 기존 분야 경쟁력을 강
화하고, 인도네시아₩베트남₩사우디₩필
리핀 등의 전략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수
주 활동을 벌인다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기본 설계 역량을 앞세워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늘리고, 기획 제안형 사업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안정적 성
장 기반 마련을 위해 도로₩환경₩건축임
대 등의 분야에서 운영₩유지 비즈니스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 혁신의 최종 목표는 재무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다. 양질의 프로젝
트를 선별적으로 수주해 수익성을 해치
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핵심이다.
이 사장은“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해 수
주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를 줄이고, 개
별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설
계₩조달₩시공(EPC)을 아우르는 통합형
인재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분야의 전문 인력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원가 혁신은‘글로벌 사업 능력 강화’
에 초점을 둔다. 사업본부 간 협력을 강
화하고, 해외 구매 경쟁력 제고와 착공
전 모의 공사 실시 등의 방법으로 글로
벌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겠다는 방
침이다.

이 사장은 자신의 경영 철학으로‘1%
의 실수는 100%의 실패’라고 소개했다.
그는“선진적인 품질 경영 체계를 운영
해 돌발 위험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고, ‘중대 재해 제로(zero)화’를 위한 안
전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했
다. 이어“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상호 존중
과 배려의 문화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상진기자

이영훈포스코건설사장

궨스마트 이노베이션 1.0궩 운동
10년 먹거리 찾아내는 데 주력

포스코건설제공

“외형적인 확대보다 내실 위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것입니다. 주력인
주택 부문 외에도 도시정비사업과 설계
공모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부동
산 디벨로퍼로서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
입니다.”

정성욱<사진> 금성백조주택 회장은
올해 경영전략에 대해“작지만 강한 중
견 건설사답게 안정적인 재무구조, 탄탄
한 내실경영을 바탕으로 우량 사업지에
명품 아파트를 공급하는 원칙을 고수하
겠다”고 말했다. 이런 원칙 아래 회사의
외형도 커지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도 2015년 64위에서 지난해 52위로 뛰
어오르며 종합건설사로서 브랜드 인지
도를 높이고 있다.

금성백조는 지난해 김포 한강신도시
에 예미지 뉴스테이와 구래역 예미지를
비롯해 경남 사천 동금주공 재건축, 충
남 보령명천지구 등 총 4163가구를 성공
적으로 공급했다. 김포 한강신도시 구래
역 예미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
설이 모두 완판됐다. 이런 실적이 시공
능력 평가 상승의 배경이다. 

1981년 대전에서 창립한 금성백조는
‘주택 명가’로 통한다. 분양 성적도 좋
지만,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입주 후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정
회장은“아파트는 20~3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동산 경기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
지만, 좋은 땅에 짓는 좋은 집은 언제든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입지를 선정하면, 모두가 혀를 내두

를 만큼의 디테일한 설계로 상품을 기획
합니다. 백년대계로 짓는다는 마음가짐
으로 시공에 정성을 들이라고 직원들에
게 강조합니다.”금성백조 주택브랜드

‘예미지’의 슬로건이‘삶이 아름다운 아
파트’인 것도 아파트의 외형보다 거주자
의 생활이 더 아름답기를 바란다는 철학
을 담았다는 것이 정 회장의 설명이다. 

금성백조는 올해 전국에 총 3600여 가
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첫 사업지는 경
기도 화성의 동탄 2신도시로 다음 달 C7
블록에서 예미지 3차 920가구를 분양한
다. 최고 47층인 초고층 주거복합단지이
다. 동탄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적 특성
과 우수한 상품 설계로 벌써 실수요자와
투자자 관심이 높다는 평가다.

금성백조는 동탄 2신도시에서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편
이다. 2012년 시범단지에 예미지 1차를,
2015년에 A11블록에 2차 단지를 성공
적으로 분양해 입주를 마쳤다. 금성백조
는 예미지 1차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
검수 우수 시공사로 뽑혔고, 예미지 2차
역시 우수한 품질관리로 지난해 화성시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동탄 2신도시 외에도 상반기 중 대구
연경지구예미지711가구를공급하고, 하
반기에는대구테크노폴리스예미지(894
가구),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오피스텔
(1104실) 등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해
김포 한강신도시에 첫선을 보인 프리미
엄 상업시설 애비뉴스완 역시 동탄과 대
구 테크노폴리스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수주 목표액은 1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정 회장은“상업시설과 주택임
대사업 등 공급하는 상품을 다양화해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성장 사업모
델 발굴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진중언기자

정성욱금성백조회장

우량 사업지에 명품 아파트 공급
올해 1조2000억원 수주 목표

금성백조제공

GS건설은 지난해 매출 11조6800억
원, 영업이익 3190억원, 신규 수주 11조
2230억원이라는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
3년 연속 10조원대 매출을 달성했고, 영
업이익은 2011년(4310억원) 이후 최대
였다. 

임병용<사진> GS건설 사장은“올해
도 혁신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 기반의 지
속 성장 체계 구축을 통해 이익 개선 흐
름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건설 환경은 소폭의 유가
상승과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다소 개선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건
설 환경은 주택 시장 위축, 공공 인프라
발주 감소 등으로 여전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임 사장은 올해를‘본원적 경쟁력 강화
를 통한 도약의 해’로 정했다. 그는“좋
은 시장을 찾아 수익 높은 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위기 관리와 내실 다지기를 통
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갈 것”
이라고 했다.

우선 주택 부문. 지난해는‘자이(Xi)’
브랜드가 큰 성과를 올린 한 해였다. 전
국에서 총 2만4345가구를 분양해 민간
분양 1위를 기록했다. 2위 업체(1만9583
가구)와의 격차도 컸다. 물량만 많은 게
아니라 성과도 좋았다. 수도권 청약자
29만6461명 중 10만5311명이 자이 아파
트로 몰렸다. 부동산114 등이 진행한 아
파트 브랜드 순위 조사에서는 1위를 세
차례 차지했다. 

GS건설은 작년 정비 사업 수주전에
서‘클린 경쟁’을 선언한 바 있다. 임 사

장은“올해도 구태의연한 영업 방식에
서 벗어나 고객에게 고품질의 제품으로
보답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할 방침”이라
며“자이 브랜드의 신뢰도, 금융 조달
능력, 기술력 등 핵심 경쟁력을 믿는다”
고 했다.

해외 사업에선 수익성 위주 전략을 고
수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서 1억7900만달러 규모의 송전선로 공
사 계약을 따냈고, UAE가 발주한 12억
1000만달러짜리 루와이스 정유공장 화
재 복구 공사도 단독 수주했다. 임 사장
은“해외에서는 플랜트 기본공학 설계
등 선진 고부가가치 기술 서비스를 확대
하고, 우량 신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임 사장은 2012년 12월 경영지원총괄
(CFO)로 GS건설에 영입돼 2013년 6월
CEO로 선임됐다. 당시 GS건설은 적자
상태였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과감한 재
무구조 개선을 통한 체질 강화에 나섰다.
2013년 말 서울 송파구 문정동 롯데마트
부지 매각을 시작으로 대규모 유상 증자
와 자산 매각 등 과감한 재무구조 개선
활동을 진두지휘했다. GS건설은 2014
년 영업이익 510억원으로 흑자 전환했
다. 기업의 기초 체력 회복에 집중하던
임 사장은 2015년 부동산 경기 회복 기
미가 보이자 곧바로 공세(攻勢)로 전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그해를 기점으
로 GS건설은 3년 연속 10조원대 매출을
기록 중이다.
“태양광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

업, 스마트홈이나 스마트 시티 등 새로
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
로 발굴하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
께 치밀하면서도 유연한 조직 문화를 정
착시켜 중장기적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장상진기자

궦올해도 혁신‐ 고품질로 고객 만족궧
임병용GS건설사장

자이, 작년 민간 분양 1위
신재생₩스마트홈 등 적극 추진

현대건설은 2015년 건설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까
지 3년 연속‘1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
리며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박
동욱<사진> 현대건설 사장은 올해 경영
목표로‘부가가치 극대화’를 내걸었다.
이를 통해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반 성장하자는 뜻
이다. 박 사장은“기술과 원가경쟁력을
높이면서 조직 내부의 체질 개선을 병행
해 글로벌 수준의 수주₩수행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중₩장
기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사업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영역을 확대해 변
화하는 건설 환경에 대비하고 새로운 수
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스피드 경
영’도 강조했다. 박 사장은“신속한 의
사 결정을 최우선시하는 조직으로 탈바
꿈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진두
지휘하겠다”고 했다. “모든 임직원이 맡
은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업무지식을 갖
추고 최선의 노력으로 과업을 완수하는
인재로 거듭나도록 회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방글라데시 마타
바리 발전소 항만 공사, 카타르 알부스
탄 도로 공사 등 21조7136억원 수주에
성공했다. 올해 수주 목표는 작년보다
10.1% 증가한 23조9000억원으로 잡았
다. 해외에서만 12조3000억원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사장은“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발주 증가를 기대하고 있
다”며“중동과 아시아 지역을 집중적으

로 공략하고, 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수
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동에서 대형 공사 발주가 많을 것으
로 보고 전통적 강세 국가인 아랍에미리
트(UAE)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에
서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UAE가 내
수 수요 증대로 초대형 사워가스(sour
gas) 개발사업을 다수 발주할 것으로 보
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람코를 통한
오일₩가스 개발 사업 확대가 예상된다.
2022년 FIFA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
르에서도 관련 공사 발주가 이어질 전망
이다.

건설시장 규모가 5조3000억 달러에
달하고, 인프라 수요가 많은 아시아₩태
평양 건설 시장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인
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
₩인도 등 고성장이 전망되는 국가와 미
얀마₩캄보디아 등 신흥 유망 국가 중심
으로 수주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매출 16조8544억
원, 영업이익 1조119억원, 당기순이익
374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매출 목표
는 17조6000억원. 쿠웨이트 알주르
LNG 터미널 공사 등 해외 대형 프로젝
트의 매출이 본격화하고, 국내에선 서울
강남구 개포8단지, 경기도 하남시 감일
포웰시티와 김포 향산리 프로젝트 등 자
체 사업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영업이
익 또한 매출 증가와 해외 부문 수익성
개선을 통해 올해는 작년보다 8.7% 증
가한 1조1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
를 세웠다.

박 사장은“글로벌 경기 흐름에 초점
을 맞춰 올해에도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
장을 이어나가는 데 주력하겠다”며“경
쟁력 제고, 선진 문화 구축,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진정한 글로벌 건설사로 도약
하겠다”고 말했다. 진중언기자

궦부가가치 극대화로 수익 창출궧
박동욱현대건설사장

3년 연속 영업이익 1조원 돌파
동남아 등으로 수주 다변화

GS건설제공 현대건설제공

궦글로벌 시장서 경쟁 우위 확보궧 궦탄탄한 내실 경영으로 지속성장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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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에 2017년은 의미 있는 한
해였다. ‘백 투 더 노멀, 포워드 투 더 퓨
처(정상으로 회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경영 계획 목표치를 모
두 달성했다. 서남아시아 최대 규모인 방
글라데시 마타바리 석탄 화력발전소를
수주했고, 국내에선 역대 최대 규모인 울
산 신항 남방파제 공사를 수주했다. 미얀
마 양곤호텔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인 라
자왈리 플레이스 프로젝트를 착공했다.
제주 애월 LNG 터미널 수주와 필리핀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 수주를 통해 포스
코엔지니어링 합병에 따른 시너지도 확
인했다는 평가다. 주택 분야에선 아파트
2만여가구를 성공적으로 분양했다.

이런가운데포스코건설은지난1일이
영훈<사진> 포스코켐텍 사장이 신임 사
장으로 취임했다. 이 사장은 2013년 포스
코건설 경영기획본부장(CFO)을 맡아 매
출 8조원, 영업이익 4000억원이라는 역
대 최대 경영 실적을 내는 데 기여했다.

이 사장은“올해는 차별화 혁신, 경영
혁신, 원가 혁신을 위한‘스마트 이노베
이션 1.0’운동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회사의 10년 먹
거리를 찾아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포
부를 밝혔다. 구체적인 실적 목표로 매
출은 지난해보다 6.3% 늘어난 6조7000
억원, 수주액은 13% 증가한 10조원을
내걸었다.

차별화 혁신은 고객 가치 창출이 목표
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스마트
컨스트럭션’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사업

효율화에 나선다. 철강₩발전₩LNG₩철도
₩수처리₩주택 등 기존 분야 경쟁력을 강
화하고, 인도네시아₩베트남₩사우디₩필
리핀 등의 전략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수
주 활동을 벌인다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기본 설계 역량을 앞세워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늘리고, 기획 제안형 사업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안정적 성
장 기반 마련을 위해 도로₩환경₩건축임
대 등의 분야에서 운영₩유지 비즈니스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 혁신의 최종 목표는 재무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다. 양질의 프로젝
트를 선별적으로 수주해 수익성을 해치
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핵심이다.
이 사장은“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해 수
주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를 줄이고, 개
별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설
계₩조달₩시공(EPC)을 아우르는 통합형
인재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분야의 전문 인력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원가 혁신은‘글로벌 사업 능력 강화’
에 초점을 둔다. 사업본부 간 협력을 강
화하고, 해외 구매 경쟁력 제고와 착공
전 모의 공사 실시 등의 방법으로 글로
벌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겠다는 방
침이다.

이 사장은 자신의 경영 철학으로‘1%
의 실수는 100%의 실패’라고 소개했다.
그는“선진적인 품질 경영 체계를 운영
해 돌발 위험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고, ‘중대 재해 제로(zero)화’를 위한 안
전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했
다. 이어“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상호 존중
과 배려의 문화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상진기자

이영훈포스코건설사장

궨스마트 이노베이션 1.0궩 운동
10년 먹거리 찾아내는 데 주력

포스코건설제공

“외형적인 확대보다 내실 위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것입니다. 주력인
주택 부문 외에도 도시정비사업과 설계
공모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부동
산 디벨로퍼로서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
입니다.”

정성욱<사진> 금성백조주택 회장은
올해 경영전략에 대해“작지만 강한 중
견 건설사답게 안정적인 재무구조, 탄탄
한 내실경영을 바탕으로 우량 사업지에
명품 아파트를 공급하는 원칙을 고수하
겠다”고 말했다. 이런 원칙 아래 회사의
외형도 커지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도 2015년 64위에서 지난해 52위로 뛰
어오르며 종합건설사로서 브랜드 인지
도를 높이고 있다.

금성백조는 지난해 김포 한강신도시
에 예미지 뉴스테이와 구래역 예미지를
비롯해 경남 사천 동금주공 재건축, 충
남 보령명천지구 등 총 4163가구를 성공
적으로 공급했다. 김포 한강신도시 구래
역 예미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
설이 모두 완판됐다. 이런 실적이 시공
능력 평가 상승의 배경이다. 

1981년 대전에서 창립한 금성백조는
‘주택 명가’로 통한다. 분양 성적도 좋
지만,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입주 후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정
회장은“아파트는 20~3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동산 경기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
지만, 좋은 땅에 짓는 좋은 집은 언제든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입지를 선정하면, 모두가 혀를 내두

를 만큼의 디테일한 설계로 상품을 기획
합니다. 백년대계로 짓는다는 마음가짐
으로 시공에 정성을 들이라고 직원들에
게 강조합니다.”금성백조 주택브랜드

‘예미지’의 슬로건이‘삶이 아름다운 아
파트’인 것도 아파트의 외형보다 거주자
의 생활이 더 아름답기를 바란다는 철학
을 담았다는 것이 정 회장의 설명이다. 

금성백조는 올해 전국에 총 3600여 가
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첫 사업지는 경
기도 화성의 동탄 2신도시로 다음 달 C7
블록에서 예미지 3차 920가구를 분양한
다. 최고 47층인 초고층 주거복합단지이
다. 동탄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적 특성
과 우수한 상품 설계로 벌써 실수요자와
투자자 관심이 높다는 평가다.

금성백조는 동탄 2신도시에서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편
이다. 2012년 시범단지에 예미지 1차를,
2015년에 A11블록에 2차 단지를 성공
적으로 분양해 입주를 마쳤다. 금성백조
는 예미지 1차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
검수 우수 시공사로 뽑혔고, 예미지 2차
역시 우수한 품질관리로 지난해 화성시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동탄 2신도시 외에도 상반기 중 대구
연경지구예미지711가구를공급하고, 하
반기에는대구테크노폴리스예미지(894
가구),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오피스텔
(1104실) 등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해
김포 한강신도시에 첫선을 보인 프리미
엄 상업시설 애비뉴스완 역시 동탄과 대
구 테크노폴리스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수주 목표액은 1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정 회장은“상업시설과 주택임
대사업 등 공급하는 상품을 다양화해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성장 사업모
델 발굴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진중언기자

정성욱금성백조회장

우량 사업지에 명품 아파트 공급
올해 1조2000억원 수주 목표

금성백조제공

GS건설은 지난해 매출 11조6800억
원, 영업이익 3190억원, 신규 수주 11조
2230억원이라는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
3년 연속 10조원대 매출을 달성했고, 영
업이익은 2011년(4310억원) 이후 최대
였다. 

임병용<사진> GS건설 사장은“올해
도 혁신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 기반의 지
속 성장 체계 구축을 통해 이익 개선 흐
름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건설 환경은 소폭의 유가
상승과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다소 개선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건
설 환경은 주택 시장 위축, 공공 인프라
발주 감소 등으로 여전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임 사장은 올해를‘본원적 경쟁력 강화
를 통한 도약의 해’로 정했다. 그는“좋
은 시장을 찾아 수익 높은 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위기 관리와 내실 다지기를 통
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갈 것”
이라고 했다.

우선 주택 부문. 지난해는‘자이(Xi)’
브랜드가 큰 성과를 올린 한 해였다. 전
국에서 총 2만4345가구를 분양해 민간
분양 1위를 기록했다. 2위 업체(1만9583
가구)와의 격차도 컸다. 물량만 많은 게
아니라 성과도 좋았다. 수도권 청약자
29만6461명 중 10만5311명이 자이 아파
트로 몰렸다. 부동산114 등이 진행한 아
파트 브랜드 순위 조사에서는 1위를 세
차례 차지했다. 

GS건설은 작년 정비 사업 수주전에
서‘클린 경쟁’을 선언한 바 있다. 임 사

장은“올해도 구태의연한 영업 방식에
서 벗어나 고객에게 고품질의 제품으로
보답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할 방침”이라
며“자이 브랜드의 신뢰도, 금융 조달
능력, 기술력 등 핵심 경쟁력을 믿는다”
고 했다.

해외 사업에선 수익성 위주 전략을 고
수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서 1억7900만달러 규모의 송전선로 공
사 계약을 따냈고, UAE가 발주한 12억
1000만달러짜리 루와이스 정유공장 화
재 복구 공사도 단독 수주했다. 임 사장
은“해외에서는 플랜트 기본공학 설계
등 선진 고부가가치 기술 서비스를 확대
하고, 우량 신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임 사장은 2012년 12월 경영지원총괄
(CFO)로 GS건설에 영입돼 2013년 6월
CEO로 선임됐다. 당시 GS건설은 적자
상태였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과감한 재
무구조 개선을 통한 체질 강화에 나섰다.
2013년 말 서울 송파구 문정동 롯데마트
부지 매각을 시작으로 대규모 유상 증자
와 자산 매각 등 과감한 재무구조 개선
활동을 진두지휘했다. GS건설은 2014
년 영업이익 510억원으로 흑자 전환했
다. 기업의 기초 체력 회복에 집중하던
임 사장은 2015년 부동산 경기 회복 기
미가 보이자 곧바로 공세(攻勢)로 전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그해를 기점으
로 GS건설은 3년 연속 10조원대 매출을
기록 중이다.
“태양광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

업, 스마트홈이나 스마트 시티 등 새로
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
로 발굴하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
께 치밀하면서도 유연한 조직 문화를 정
착시켜 중장기적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장상진기자

궦올해도 혁신‐ 고품질로 고객 만족궧
임병용GS건설사장

자이, 작년 민간 분양 1위
신재생₩스마트홈 등 적극 추진

현대건설은 2015년 건설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까
지 3년 연속‘1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
리며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박
동욱<사진> 현대건설 사장은 올해 경영
목표로‘부가가치 극대화’를 내걸었다.
이를 통해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반 성장하자는 뜻
이다. 박 사장은“기술과 원가경쟁력을
높이면서 조직 내부의 체질 개선을 병행
해 글로벌 수준의 수주₩수행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중₩장
기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사업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영역을 확대해 변
화하는 건설 환경에 대비하고 새로운 수
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스피드 경
영’도 강조했다. 박 사장은“신속한 의
사 결정을 최우선시하는 조직으로 탈바
꿈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진두
지휘하겠다”고 했다. “모든 임직원이 맡
은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업무지식을 갖
추고 최선의 노력으로 과업을 완수하는
인재로 거듭나도록 회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방글라데시 마타
바리 발전소 항만 공사, 카타르 알부스
탄 도로 공사 등 21조7136억원 수주에
성공했다. 올해 수주 목표는 작년보다
10.1% 증가한 23조9000억원으로 잡았
다. 해외에서만 12조3000억원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사장은“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발주 증가를 기대하고 있
다”며“중동과 아시아 지역을 집중적으

로 공략하고, 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수
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동에서 대형 공사 발주가 많을 것으
로 보고 전통적 강세 국가인 아랍에미리
트(UAE)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에
서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UAE가 내
수 수요 증대로 초대형 사워가스(sour
gas) 개발사업을 다수 발주할 것으로 보
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람코를 통한
오일₩가스 개발 사업 확대가 예상된다.
2022년 FIFA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
르에서도 관련 공사 발주가 이어질 전망
이다.

건설시장 규모가 5조3000억 달러에
달하고, 인프라 수요가 많은 아시아₩태
평양 건설 시장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인
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
₩인도 등 고성장이 전망되는 국가와 미
얀마₩캄보디아 등 신흥 유망 국가 중심
으로 수주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매출 16조8544억
원, 영업이익 1조119억원, 당기순이익
374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매출 목표
는 17조6000억원. 쿠웨이트 알주르
LNG 터미널 공사 등 해외 대형 프로젝
트의 매출이 본격화하고, 국내에선 서울
강남구 개포8단지, 경기도 하남시 감일
포웰시티와 김포 향산리 프로젝트 등 자
체 사업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영업이
익 또한 매출 증가와 해외 부문 수익성
개선을 통해 올해는 작년보다 8.7% 증
가한 1조1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
를 세웠다.

박 사장은“글로벌 경기 흐름에 초점
을 맞춰 올해에도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
장을 이어나가는 데 주력하겠다”며“경
쟁력 제고, 선진 문화 구축,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진정한 글로벌 건설사로 도약
하겠다”고 말했다. 진중언기자

궦부가가치 극대화로 수익 창출궧
박동욱현대건설사장

3년 연속 영업이익 1조원 돌파
동남아 등으로 수주 다변화

GS건설제공 현대건설제공

궦글로벌 시장서 경쟁 우위 확보궧 궦탄탄한 내실 경영으로 지속성장궧

MEDIA ARTICLES
CEO INTERVIEW

MEDIA ARTICLES
CEO INTERVIEW

2018 경영 전략F2 조선일보제30212호2018년 3월 5일월요일

포스코건설에 2017년은 의미 있는 한
해였다. ‘백 투 더 노멀, 포워드 투 더 퓨
처(정상으로 회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경영 계획 목표치를 모
두 달성했다. 서남아시아 최대 규모인 방
글라데시 마타바리 석탄 화력발전소를
수주했고, 국내에선 역대 최대 규모인 울
산 신항 남방파제 공사를 수주했다. 미얀
마 양곤호텔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인 라
자왈리 플레이스 프로젝트를 착공했다.
제주 애월 LNG 터미널 수주와 필리핀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 수주를 통해 포스
코엔지니어링 합병에 따른 시너지도 확
인했다는 평가다. 주택 분야에선 아파트
2만여가구를 성공적으로 분양했다.

이런가운데포스코건설은지난1일이
영훈<사진> 포스코켐텍 사장이 신임 사
장으로 취임했다. 이 사장은 2013년 포스
코건설 경영기획본부장(CFO)을 맡아 매
출 8조원, 영업이익 4000억원이라는 역
대 최대 경영 실적을 내는 데 기여했다.

이 사장은“올해는 차별화 혁신, 경영
혁신, 원가 혁신을 위한‘스마트 이노베
이션 1.0’운동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회사의 10년 먹
거리를 찾아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포
부를 밝혔다. 구체적인 실적 목표로 매
출은 지난해보다 6.3% 늘어난 6조7000
억원, 수주액은 13% 증가한 10조원을
내걸었다.

차별화 혁신은 고객 가치 창출이 목표
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스마트
컨스트럭션’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사업

효율화에 나선다. 철강₩발전₩LNG₩철도
₩수처리₩주택 등 기존 분야 경쟁력을 강
화하고, 인도네시아₩베트남₩사우디₩필
리핀 등의 전략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수
주 활동을 벌인다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기본 설계 역량을 앞세워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늘리고, 기획 제안형 사업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안정적 성
장 기반 마련을 위해 도로₩환경₩건축임
대 등의 분야에서 운영₩유지 비즈니스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 혁신의 최종 목표는 재무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다. 양질의 프로젝
트를 선별적으로 수주해 수익성을 해치
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핵심이다.
이 사장은“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해 수
주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를 줄이고, 개
별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설
계₩조달₩시공(EPC)을 아우르는 통합형
인재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분야의 전문 인력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원가 혁신은‘글로벌 사업 능력 강화’
에 초점을 둔다. 사업본부 간 협력을 강
화하고, 해외 구매 경쟁력 제고와 착공
전 모의 공사 실시 등의 방법으로 글로
벌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겠다는 방
침이다.

이 사장은 자신의 경영 철학으로‘1%
의 실수는 100%의 실패’라고 소개했다.
그는“선진적인 품질 경영 체계를 운영
해 돌발 위험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고, ‘중대 재해 제로(zero)화’를 위한 안
전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했
다. 이어“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상호 존중
과 배려의 문화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상진기자

이영훈포스코건설사장

궨스마트 이노베이션 1.0궩 운동
10년 먹거리 찾아내는 데 주력

포스코건설제공

“외형적인 확대보다 내실 위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것입니다. 주력인
주택 부문 외에도 도시정비사업과 설계
공모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부동
산 디벨로퍼로서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
입니다.”

정성욱<사진> 금성백조주택 회장은
올해 경영전략에 대해“작지만 강한 중
견 건설사답게 안정적인 재무구조, 탄탄
한 내실경영을 바탕으로 우량 사업지에
명품 아파트를 공급하는 원칙을 고수하
겠다”고 말했다. 이런 원칙 아래 회사의
외형도 커지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도 2015년 64위에서 지난해 52위로 뛰
어오르며 종합건설사로서 브랜드 인지
도를 높이고 있다.

금성백조는 지난해 김포 한강신도시
에 예미지 뉴스테이와 구래역 예미지를
비롯해 경남 사천 동금주공 재건축, 충
남 보령명천지구 등 총 4163가구를 성공
적으로 공급했다. 김포 한강신도시 구래
역 예미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
설이 모두 완판됐다. 이런 실적이 시공
능력 평가 상승의 배경이다. 

1981년 대전에서 창립한 금성백조는
‘주택 명가’로 통한다. 분양 성적도 좋
지만,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입주 후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정
회장은“아파트는 20~3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동산 경기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
지만, 좋은 땅에 짓는 좋은 집은 언제든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입지를 선정하면, 모두가 혀를 내두

를 만큼의 디테일한 설계로 상품을 기획
합니다. 백년대계로 짓는다는 마음가짐
으로 시공에 정성을 들이라고 직원들에
게 강조합니다.”금성백조 주택브랜드

‘예미지’의 슬로건이‘삶이 아름다운 아
파트’인 것도 아파트의 외형보다 거주자
의 생활이 더 아름답기를 바란다는 철학
을 담았다는 것이 정 회장의 설명이다. 

금성백조는 올해 전국에 총 3600여 가
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첫 사업지는 경
기도 화성의 동탄 2신도시로 다음 달 C7
블록에서 예미지 3차 920가구를 분양한
다. 최고 47층인 초고층 주거복합단지이
다. 동탄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적 특성
과 우수한 상품 설계로 벌써 실수요자와
투자자 관심이 높다는 평가다.

금성백조는 동탄 2신도시에서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편
이다. 2012년 시범단지에 예미지 1차를,
2015년에 A11블록에 2차 단지를 성공
적으로 분양해 입주를 마쳤다. 금성백조
는 예미지 1차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
검수 우수 시공사로 뽑혔고, 예미지 2차
역시 우수한 품질관리로 지난해 화성시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동탄 2신도시 외에도 상반기 중 대구
연경지구예미지711가구를공급하고, 하
반기에는대구테크노폴리스예미지(894
가구),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오피스텔
(1104실) 등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해
김포 한강신도시에 첫선을 보인 프리미
엄 상업시설 애비뉴스완 역시 동탄과 대
구 테크노폴리스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수주 목표액은 1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정 회장은“상업시설과 주택임
대사업 등 공급하는 상품을 다양화해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성장 사업모
델 발굴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진중언기자

정성욱금성백조회장

우량 사업지에 명품 아파트 공급
올해 1조2000억원 수주 목표

금성백조제공

GS건설은 지난해 매출 11조6800억
원, 영업이익 3190억원, 신규 수주 11조
2230억원이라는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
3년 연속 10조원대 매출을 달성했고, 영
업이익은 2011년(4310억원) 이후 최대
였다. 

임병용<사진> GS건설 사장은“올해
도 혁신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 기반의 지
속 성장 체계 구축을 통해 이익 개선 흐
름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건설 환경은 소폭의 유가
상승과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다소 개선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건
설 환경은 주택 시장 위축, 공공 인프라
발주 감소 등으로 여전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임 사장은 올해를‘본원적 경쟁력 강화
를 통한 도약의 해’로 정했다. 그는“좋
은 시장을 찾아 수익 높은 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위기 관리와 내실 다지기를 통
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갈 것”
이라고 했다.

우선 주택 부문. 지난해는‘자이(Xi)’
브랜드가 큰 성과를 올린 한 해였다. 전
국에서 총 2만4345가구를 분양해 민간
분양 1위를 기록했다. 2위 업체(1만9583
가구)와의 격차도 컸다. 물량만 많은 게
아니라 성과도 좋았다. 수도권 청약자
29만6461명 중 10만5311명이 자이 아파
트로 몰렸다. 부동산114 등이 진행한 아
파트 브랜드 순위 조사에서는 1위를 세
차례 차지했다. 

GS건설은 작년 정비 사업 수주전에
서‘클린 경쟁’을 선언한 바 있다. 임 사

장은“올해도 구태의연한 영업 방식에
서 벗어나 고객에게 고품질의 제품으로
보답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할 방침”이라
며“자이 브랜드의 신뢰도, 금융 조달
능력, 기술력 등 핵심 경쟁력을 믿는다”
고 했다.

해외 사업에선 수익성 위주 전략을 고
수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서 1억7900만달러 규모의 송전선로 공
사 계약을 따냈고, UAE가 발주한 12억
1000만달러짜리 루와이스 정유공장 화
재 복구 공사도 단독 수주했다. 임 사장
은“해외에서는 플랜트 기본공학 설계
등 선진 고부가가치 기술 서비스를 확대
하고, 우량 신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임 사장은 2012년 12월 경영지원총괄
(CFO)로 GS건설에 영입돼 2013년 6월
CEO로 선임됐다. 당시 GS건설은 적자
상태였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과감한 재
무구조 개선을 통한 체질 강화에 나섰다.
2013년 말 서울 송파구 문정동 롯데마트
부지 매각을 시작으로 대규모 유상 증자
와 자산 매각 등 과감한 재무구조 개선
활동을 진두지휘했다. GS건설은 2014
년 영업이익 510억원으로 흑자 전환했
다. 기업의 기초 체력 회복에 집중하던
임 사장은 2015년 부동산 경기 회복 기
미가 보이자 곧바로 공세(攻勢)로 전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그해를 기점으
로 GS건설은 3년 연속 10조원대 매출을
기록 중이다.
“태양광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

업, 스마트홈이나 스마트 시티 등 새로
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
로 발굴하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
께 치밀하면서도 유연한 조직 문화를 정
착시켜 중장기적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장상진기자

궦올해도 혁신‐ 고품질로 고객 만족궧
임병용GS건설사장

자이, 작년 민간 분양 1위
신재생₩스마트홈 등 적극 추진

현대건설은 2015년 건설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까
지 3년 연속‘1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
리며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박
동욱<사진> 현대건설 사장은 올해 경영
목표로‘부가가치 극대화’를 내걸었다.
이를 통해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반 성장하자는 뜻
이다. 박 사장은“기술과 원가경쟁력을
높이면서 조직 내부의 체질 개선을 병행
해 글로벌 수준의 수주₩수행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중₩장
기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사업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영역을 확대해 변
화하는 건설 환경에 대비하고 새로운 수
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스피드 경
영’도 강조했다. 박 사장은“신속한 의
사 결정을 최우선시하는 조직으로 탈바
꿈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진두
지휘하겠다”고 했다. “모든 임직원이 맡
은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업무지식을 갖
추고 최선의 노력으로 과업을 완수하는
인재로 거듭나도록 회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방글라데시 마타
바리 발전소 항만 공사, 카타르 알부스
탄 도로 공사 등 21조7136억원 수주에
성공했다. 올해 수주 목표는 작년보다
10.1% 증가한 23조9000억원으로 잡았
다. 해외에서만 12조3000억원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사장은“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발주 증가를 기대하고 있
다”며“중동과 아시아 지역을 집중적으

로 공략하고, 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수
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동에서 대형 공사 발주가 많을 것으
로 보고 전통적 강세 국가인 아랍에미리
트(UAE)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에
서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UAE가 내
수 수요 증대로 초대형 사워가스(sour
gas) 개발사업을 다수 발주할 것으로 보
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람코를 통한
오일₩가스 개발 사업 확대가 예상된다.
2022년 FIFA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
르에서도 관련 공사 발주가 이어질 전망
이다.

건설시장 규모가 5조3000억 달러에
달하고, 인프라 수요가 많은 아시아₩태
평양 건설 시장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인
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
₩인도 등 고성장이 전망되는 국가와 미
얀마₩캄보디아 등 신흥 유망 국가 중심
으로 수주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매출 16조8544억
원, 영업이익 1조119억원, 당기순이익
374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매출 목표
는 17조6000억원. 쿠웨이트 알주르
LNG 터미널 공사 등 해외 대형 프로젝
트의 매출이 본격화하고, 국내에선 서울
강남구 개포8단지, 경기도 하남시 감일
포웰시티와 김포 향산리 프로젝트 등 자
체 사업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영업이
익 또한 매출 증가와 해외 부문 수익성
개선을 통해 올해는 작년보다 8.7% 증
가한 1조1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
를 세웠다.

박 사장은“글로벌 경기 흐름에 초점
을 맞춰 올해에도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
장을 이어나가는 데 주력하겠다”며“경
쟁력 제고, 선진 문화 구축,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진정한 글로벌 건설사로 도약
하겠다”고 말했다. 진중언기자

궦부가가치 극대화로 수익 창출궧
박동욱현대건설사장

3년 연속 영업이익 1조원 돌파
동남아 등으로 수주 다변화

GS건설제공 현대건설제공

궦글로벌 시장서 경쟁 우위 확보궧 궦탄탄한 내실 경영으로 지속성장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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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에 2017년은 의미 있는 한
해였다. ‘백 투 더 노멀, 포워드 투 더 퓨
처(정상으로 회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경영 계획 목표치를 모
두 달성했다. 서남아시아 최대 규모인 방
글라데시 마타바리 석탄 화력발전소를
수주했고, 국내에선 역대 최대 규모인 울
산 신항 남방파제 공사를 수주했다. 미얀
마 양곤호텔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인 라
자왈리 플레이스 프로젝트를 착공했다.
제주 애월 LNG 터미널 수주와 필리핀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 수주를 통해 포스
코엔지니어링 합병에 따른 시너지도 확
인했다는 평가다. 주택 분야에선 아파트
2만여가구를 성공적으로 분양했다.

이런가운데포스코건설은지난1일이
영훈<사진> 포스코켐텍 사장이 신임 사
장으로 취임했다. 이 사장은 2013년 포스
코건설 경영기획본부장(CFO)을 맡아 매
출 8조원, 영업이익 4000억원이라는 역
대 최대 경영 실적을 내는 데 기여했다.

이 사장은“올해는 차별화 혁신, 경영
혁신, 원가 혁신을 위한‘스마트 이노베
이션 1.0’운동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회사의 10년 먹
거리를 찾아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포
부를 밝혔다. 구체적인 실적 목표로 매
출은 지난해보다 6.3% 늘어난 6조7000
억원, 수주액은 13% 증가한 10조원을
내걸었다.

차별화 혁신은 고객 가치 창출이 목표
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스마트
컨스트럭션’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사업

효율화에 나선다. 철강₩발전₩LNG₩철도
₩수처리₩주택 등 기존 분야 경쟁력을 강
화하고, 인도네시아₩베트남₩사우디₩필
리핀 등의 전략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수
주 활동을 벌인다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기본 설계 역량을 앞세워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늘리고, 기획 제안형 사업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안정적 성
장 기반 마련을 위해 도로₩환경₩건축임
대 등의 분야에서 운영₩유지 비즈니스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 혁신의 최종 목표는 재무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다. 양질의 프로젝
트를 선별적으로 수주해 수익성을 해치
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핵심이다.
이 사장은“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해 수
주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를 줄이고, 개
별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설
계₩조달₩시공(EPC)을 아우르는 통합형
인재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분야의 전문 인력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원가 혁신은‘글로벌 사업 능력 강화’
에 초점을 둔다. 사업본부 간 협력을 강
화하고, 해외 구매 경쟁력 제고와 착공
전 모의 공사 실시 등의 방법으로 글로
벌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겠다는 방
침이다.

이 사장은 자신의 경영 철학으로‘1%
의 실수는 100%의 실패’라고 소개했다.
그는“선진적인 품질 경영 체계를 운영
해 돌발 위험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고, ‘중대 재해 제로(zero)화’를 위한 안
전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했
다. 이어“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상호 존중
과 배려의 문화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상진기자

이영훈포스코건설사장

궨스마트 이노베이션 1.0궩 운동
10년 먹거리 찾아내는 데 주력

포스코건설제공

“외형적인 확대보다 내실 위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것입니다. 주력인
주택 부문 외에도 도시정비사업과 설계
공모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부동
산 디벨로퍼로서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
입니다.”

정성욱<사진> 금성백조주택 회장은
올해 경영전략에 대해“작지만 강한 중
견 건설사답게 안정적인 재무구조, 탄탄
한 내실경영을 바탕으로 우량 사업지에
명품 아파트를 공급하는 원칙을 고수하
겠다”고 말했다. 이런 원칙 아래 회사의
외형도 커지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도 2015년 64위에서 지난해 52위로 뛰
어오르며 종합건설사로서 브랜드 인지
도를 높이고 있다.

금성백조는 지난해 김포 한강신도시
에 예미지 뉴스테이와 구래역 예미지를
비롯해 경남 사천 동금주공 재건축, 충
남 보령명천지구 등 총 4163가구를 성공
적으로 공급했다. 김포 한강신도시 구래
역 예미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
설이 모두 완판됐다. 이런 실적이 시공
능력 평가 상승의 배경이다. 

1981년 대전에서 창립한 금성백조는
‘주택 명가’로 통한다. 분양 성적도 좋
지만,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입주 후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정
회장은“아파트는 20~3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동산 경기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
지만, 좋은 땅에 짓는 좋은 집은 언제든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입지를 선정하면, 모두가 혀를 내두

를 만큼의 디테일한 설계로 상품을 기획
합니다. 백년대계로 짓는다는 마음가짐
으로 시공에 정성을 들이라고 직원들에
게 강조합니다.”금성백조 주택브랜드

‘예미지’의 슬로건이‘삶이 아름다운 아
파트’인 것도 아파트의 외형보다 거주자
의 생활이 더 아름답기를 바란다는 철학
을 담았다는 것이 정 회장의 설명이다. 

금성백조는 올해 전국에 총 3600여 가
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첫 사업지는 경
기도 화성의 동탄 2신도시로 다음 달 C7
블록에서 예미지 3차 920가구를 분양한
다. 최고 47층인 초고층 주거복합단지이
다. 동탄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적 특성
과 우수한 상품 설계로 벌써 실수요자와
투자자 관심이 높다는 평가다.

금성백조는 동탄 2신도시에서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편
이다. 2012년 시범단지에 예미지 1차를,
2015년에 A11블록에 2차 단지를 성공
적으로 분양해 입주를 마쳤다. 금성백조
는 예미지 1차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
검수 우수 시공사로 뽑혔고, 예미지 2차
역시 우수한 품질관리로 지난해 화성시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동탄 2신도시 외에도 상반기 중 대구
연경지구예미지711가구를공급하고, 하
반기에는대구테크노폴리스예미지(894
가구),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오피스텔
(1104실) 등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해
김포 한강신도시에 첫선을 보인 프리미
엄 상업시설 애비뉴스완 역시 동탄과 대
구 테크노폴리스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수주 목표액은 1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정 회장은“상업시설과 주택임
대사업 등 공급하는 상품을 다양화해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성장 사업모
델 발굴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진중언기자

정성욱금성백조회장

우량 사업지에 명품 아파트 공급
올해 1조2000억원 수주 목표

금성백조제공

GS건설은 지난해 매출 11조6800억
원, 영업이익 3190억원, 신규 수주 11조
2230억원이라는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
3년 연속 10조원대 매출을 달성했고, 영
업이익은 2011년(4310억원) 이후 최대
였다. 

임병용<사진> GS건설 사장은“올해
도 혁신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 기반의 지
속 성장 체계 구축을 통해 이익 개선 흐
름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건설 환경은 소폭의 유가
상승과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다소 개선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건
설 환경은 주택 시장 위축, 공공 인프라
발주 감소 등으로 여전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임 사장은 올해를‘본원적 경쟁력 강화
를 통한 도약의 해’로 정했다. 그는“좋
은 시장을 찾아 수익 높은 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위기 관리와 내실 다지기를 통
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갈 것”
이라고 했다.

우선 주택 부문. 지난해는‘자이(Xi)’
브랜드가 큰 성과를 올린 한 해였다. 전
국에서 총 2만4345가구를 분양해 민간
분양 1위를 기록했다. 2위 업체(1만9583
가구)와의 격차도 컸다. 물량만 많은 게
아니라 성과도 좋았다. 수도권 청약자
29만6461명 중 10만5311명이 자이 아파
트로 몰렸다. 부동산114 등이 진행한 아
파트 브랜드 순위 조사에서는 1위를 세
차례 차지했다. 

GS건설은 작년 정비 사업 수주전에
서‘클린 경쟁’을 선언한 바 있다. 임 사

장은“올해도 구태의연한 영업 방식에
서 벗어나 고객에게 고품질의 제품으로
보답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할 방침”이라
며“자이 브랜드의 신뢰도, 금융 조달
능력, 기술력 등 핵심 경쟁력을 믿는다”
고 했다.

해외 사업에선 수익성 위주 전략을 고
수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서 1억7900만달러 규모의 송전선로 공
사 계약을 따냈고, UAE가 발주한 12억
1000만달러짜리 루와이스 정유공장 화
재 복구 공사도 단독 수주했다. 임 사장
은“해외에서는 플랜트 기본공학 설계
등 선진 고부가가치 기술 서비스를 확대
하고, 우량 신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임 사장은 2012년 12월 경영지원총괄
(CFO)로 GS건설에 영입돼 2013년 6월
CEO로 선임됐다. 당시 GS건설은 적자
상태였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과감한 재
무구조 개선을 통한 체질 강화에 나섰다.
2013년 말 서울 송파구 문정동 롯데마트
부지 매각을 시작으로 대규모 유상 증자
와 자산 매각 등 과감한 재무구조 개선
활동을 진두지휘했다. GS건설은 2014
년 영업이익 510억원으로 흑자 전환했
다. 기업의 기초 체력 회복에 집중하던
임 사장은 2015년 부동산 경기 회복 기
미가 보이자 곧바로 공세(攻勢)로 전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그해를 기점으
로 GS건설은 3년 연속 10조원대 매출을
기록 중이다.
“태양광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

업, 스마트홈이나 스마트 시티 등 새로
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
로 발굴하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
께 치밀하면서도 유연한 조직 문화를 정
착시켜 중장기적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장상진기자

궦올해도 혁신‐ 고품질로 고객 만족궧
임병용GS건설사장

자이, 작년 민간 분양 1위
신재생₩스마트홈 등 적극 추진

현대건설은 2015년 건설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까
지 3년 연속‘1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
리며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박
동욱<사진> 현대건설 사장은 올해 경영
목표로‘부가가치 극대화’를 내걸었다.
이를 통해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반 성장하자는 뜻
이다. 박 사장은“기술과 원가경쟁력을
높이면서 조직 내부의 체질 개선을 병행
해 글로벌 수준의 수주₩수행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중₩장
기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사업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영역을 확대해 변
화하는 건설 환경에 대비하고 새로운 수
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스피드 경
영’도 강조했다. 박 사장은“신속한 의
사 결정을 최우선시하는 조직으로 탈바
꿈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진두
지휘하겠다”고 했다. “모든 임직원이 맡
은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업무지식을 갖
추고 최선의 노력으로 과업을 완수하는
인재로 거듭나도록 회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방글라데시 마타
바리 발전소 항만 공사, 카타르 알부스
탄 도로 공사 등 21조7136억원 수주에
성공했다. 올해 수주 목표는 작년보다
10.1% 증가한 23조9000억원으로 잡았
다. 해외에서만 12조3000억원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사장은“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발주 증가를 기대하고 있
다”며“중동과 아시아 지역을 집중적으

로 공략하고, 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수
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동에서 대형 공사 발주가 많을 것으
로 보고 전통적 강세 국가인 아랍에미리
트(UAE)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에
서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UAE가 내
수 수요 증대로 초대형 사워가스(sour
gas) 개발사업을 다수 발주할 것으로 보
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람코를 통한
오일₩가스 개발 사업 확대가 예상된다.
2022년 FIFA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
르에서도 관련 공사 발주가 이어질 전망
이다.

건설시장 규모가 5조3000억 달러에
달하고, 인프라 수요가 많은 아시아₩태
평양 건설 시장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인
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
₩인도 등 고성장이 전망되는 국가와 미
얀마₩캄보디아 등 신흥 유망 국가 중심
으로 수주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매출 16조8544억
원, 영업이익 1조119억원, 당기순이익
374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매출 목표
는 17조6000억원. 쿠웨이트 알주르
LNG 터미널 공사 등 해외 대형 프로젝
트의 매출이 본격화하고, 국내에선 서울
강남구 개포8단지, 경기도 하남시 감일
포웰시티와 김포 향산리 프로젝트 등 자
체 사업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영업이
익 또한 매출 증가와 해외 부문 수익성
개선을 통해 올해는 작년보다 8.7% 증
가한 1조1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
를 세웠다.

박 사장은“글로벌 경기 흐름에 초점
을 맞춰 올해에도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
장을 이어나가는 데 주력하겠다”며“경
쟁력 제고, 선진 문화 구축,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진정한 글로벌 건설사로 도약
하겠다”고 말했다. 진중언기자

궦부가가치 극대화로 수익 창출궧
박동욱현대건설사장

3년 연속 영업이익 1조원 돌파
동남아 등으로 수주 다변화

GS건설제공 현대건설제공

궦글로벌 시장서 경쟁 우위 확보궧 궦탄탄한 내실 경영으로 지속성장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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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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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ARTICLES
COMPANY ACTIVITIES

MEDIA ARTICLES
COMPANY ACTIVITIES



Scholarship Donation
희망교육 배움지원

03

SOCIAL
RESPONSIBILITY

·학교발전기금

KAIST, 성균관대, 충남대, 한밭대, 한남대,

배재대, 우송대, 대전고, 서대전고, 용산고, 

한밭중, 회덕초, 용산초, 국제학교

·산학협력

충남대, 한남대, 목원대, 우송대, 대전대

·장학금 후원

목요언론인클럽 자녀, 대전경찰청 경찰가족, 

유성구청, 서구청, 행복누리봄, 보령만세장학회 

·대전시교육청 발전기금

·청년희망펀드

·대전 동구청·서구청 저소득층 자녀 후원  

·대전CEO 아카데미 교육 후원  

·라오스 교육환경 개선사업 후원 등

67



68 69

·대전시티즌 발전기금 및 후원협약식

·대전시티즌 후원 

·세계조리사대회 후원

·국제푸드&와인 페스티벌 후원

·독도알리기 벽화제작 후원

·평화의마을 청소년 배낭여행 후원 (’12~현재)

·대전시 양궁협회 후원 (’98~’05)

·대전승마협회 후원

·전국체전 후원

·장애인 종합예술제 후원

·국제우주대회 후원

·WTA 세계과학도시연합 개막식 후원 등

Support for Arts, Sports and Culture 
문화예술 나눔이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사업 (’94~현재)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

·국가유공자 대상 25년간 총 52세대 보수완료

Residence Repair for National Merit
주거개선 지킴이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

25년간
총 52세대

“보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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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 장학기금 및 경로시설 지원 ·대전 유성구청 행복누리재단 지정기탁

·대전지역 3개 복지시설지원 (’81~현재)

·평화의마을, 성심보육원, 성애요양원 연계 활동

·사랑의 연탄 기증

·복지만두레 후원 (’04~현재)

·선아복지재단 후원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 후원

·새터민 후원

·지역복지시설 소방장비 후원

·독거노인 및 저소득 소외계층 김장 대봉사

·쪽방촌 생필품 나눔지원

·러브릴레이 100인의 기적 정기후원

·사랑의 온도탑 임직원 후원 및 사내 상시 모금활동 등

Charity Event 
큰사랑 복지사업

·대전개발위원회 지역발전기금 ·메르스 의료지원 성금·(사)한국다문화연구원 기금 ·대전 유천1동 CPTED 사업 준공식 ·청년희망펀드 기탁

·법무보호복지공단 후원

·대전광역시 개발위원회 후원

·한국 다문화가족 정책연구원 후원

·존경배려 나눔회 후원

·세계 물의날, 아프리카 우물만들기 후원

·유엔 환경계획 행사 후원

·국제휴먼클럽 후원

·푸른대전 가꾸기 3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대전 둘레산길 7구간 자율관리

·1사 1하천, 1사 1도랑 살리기 운동

·1사 1교 자매결연 체결 (대전 탄방초등학교)

·태안 기름유출사고 재난복구 후원활동 

·메르스 퇴치 의료지원 성금

·먼저가슈 교통문화 캠페인 후원 등

Social Contribution  
행복드림 공익활동

·사랑의 온도탑 높이기 ·한밭나눔대축제 ·복지만두레 지정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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