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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정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더 큰 미래를 열어갑니다

(주)삼정은 1983년 큰 희망과 열정으로 (주)삼정주택으로 출발하여 상호변경으로 (주)삼정종합토건에

이어 (주)삼정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외형보다는 내실을 중시하고, 급성장보다는 앞날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진일보 등일단(進一步 騰逸段), 우보호시(牛步虎視)하는 자세로 성장하여 오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돌이켜보면 IMF와 리먼사태를 거치면서 거친 풍파를 이겨내었으며, 인고(忍苦)의 세월을 겪으면서 본연의

건설업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물론 인류

애를 바탕으로 한 봉사사업과 문화예술의 창달(暢達)을 위한 메세나 기업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실로 시장상과 장관상을 수차례 수상하였고, 두 차례의 대통령상과 산업포장에 이어 국민훈장 석류장

을 수상하였으며 살기 좋은 아파트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창의적(創意的)인 정신과 긍정적(肯定的)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 라는 사훈을 바탕으로 회사 발전은 곧

국가발전이라는 신념 하에 공익적 경영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풍요로운 사회구현이

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창업 이래 품질경영과 고객사랑으로 건전한 발전을 거듭해 온 (주)삼정은 공익우선의 경영철학 아래 지역

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적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큰 뜻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CEO 인사말 CEO GREETINGS

(주)삼정

대표이사 회장

약력

남부산JC회장·부산지구 특우회장 역임

금정RC회장 국제RC 3661지구 총재 역임

부산 상공회의소 감사 부회장 역임

민주평통 자문회의 동래구 8·9회장 중앙상임위원 역임

대한 주택건설 부산시회·회장 중앙부회장 역임

필리핀 명예영사 역임

(재)삼정대송장학문화재단, (재)대성장학회 이사장

학교법인  삼정학원 이사장

수상경력

부산시장상 2회 수상

건설 교통부 장관상 외 다수

기획재정부(부총리) 상 수상

국가·산업 포장 수훈

국민 훈장 석류장 수훈

11회 자랑스러운 부산대인상 수상

31회 자랑스러운 부산시민상 수상

함안군민상 아라제 대상

大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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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사말 CEO GREETINGS

대표이사 이 기 환 

(주)삼정은 다양한 컨텐츠를 연구/개발하여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건설/부동산 
토탈 솔루션 그룹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주)삼정은 환경디자인, 도시디자인에서 다양한 상품개발과 평면개발, 기술혁신을

통해 건축과 디자인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브랜드 육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와 잠재 역량을 

결집하고 융합적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건설업의 패러다임이 건설에 의한 공간 창출이었다면 다가오는 건설업의 그것은 “창출된 그 공간에 

어떠한 컨텐츠를 주입 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이에 저희 삼정은 단순한 시공업체가 

아닌, 공간을 시공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동시에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 메이커”로 입지를 다지고자 합니다.

(주)삼정은 기존의 사업영역이었던 자체 시행/시공사업, 단순 도급사업, 각종 신탁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급공사 및 민간투자사업(SOC)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동산 임대/운용 및 자산관리 시장으로 새롭게 진출할 

것입니다. 이로써 시행, 시공, 임대, 운용, 관리에 이르는 부동산 공정의 전반에 걸친 수직 계열화를 이뤄 각 단계

별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기존의 건축과 건설의 한계를 넘어 새롭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문화

를 열어가는 건설/부동산 토탈 솔루션 그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영역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고객

들과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면모를 다질 것입니다.

 

저희 (주)삼정은 1983년 창사 이래 삼정그린코아를 사랑해주신 고객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난 40여년

간 쌓아온 기본과 내실을 바탕으로 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유일무이한 기업’,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

을 제시할 수 있는 ‘부동산 토탈 솔루션 그룹’, 재미있고(Fun), 특별하고(Unique), 친근함(Easy)을 바탕으로한

‘창의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 저희 전 임직원은 쉼 없이 달리겠습니다.

(주)삼정코아건설, (주)삼정GC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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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신용의 40여년, 도전과 열정의 40여년
(주)삼정은 40여년간 30,000여세대의 주택을 공급해왔으며, 

도시개발사업, 토목사업, SOC사업을 통해 업계와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회사연혁 HISTORY OF COMPANY

1983. 08  주식회사 삼정주택 설립,  
이근철 회장 취임

             08 삼정내성맨션   24세대

1984. 02 삼정부곡맨션   15세대

             10 삼정동백맨션   29세대

1985. 06 삼정송림맨션   230세대

1987. 05 삼정송도 비치맨션   114세대

1988. 11 만덕 그린코아 아파트   1,468세대

1990. 12 모라 삼정그린코아   438세대

1992. 03 반송 삼정그린코아   299세대

             09 종합건설업 면허취득   토목건축공사업

1995. 12 사직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874세대

1996. 04 구포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668세대

1998. 01 가야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383세대

1999. 06 거제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408세대

             07  염창동 삼정그린코아 재건축 아파트   206세대

             12 ISO9002 인증획득

2012. 01 온천장역 삼정그린코아   475세대

             02 신화명 동원역 삼정그린코아   526세대

             04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사업   국토해양부

             05 명지 오션시티 삼정그린코아   610세대

2013. 03 명지 삼정그린코아 더웨스트   846세대

             05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2014. 01  사직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차   313세대

             03 오페라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713세대

             08 북죽곡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570세대

2015. 03 김해 센텀 큐시티   1,518세대

             05  사직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2차   230세대

             05  동부산관광단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549세대

             06 부산시 선정 ‘고용우수기업’ 인증

             07 2015 살기좋은 아파트상 대상

             08 양산신도시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468세대

             08 김해 부원역 그린코아 더센텀   476세대

             11 죽곡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054세대

             11 장전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334세대

2000. 01 두류동 삼정그린빌   1,208세대

             07  사직동 삼정그린코아  
살기좋은아파트 우수상 수상

             10 ‘그린코아’ 상표등록

             12 해운대 중동 삼정그린코아   228세대

2001. 08 온천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497세대

             11 해운대 좌동 삼정코아 아파트   168세대

2002. 07 전포동 삼정코아 아파트   232세대

             08 광안리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231세대

             10 서울 방화동 삼정코아 아파트   87세대

             11 침산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357세대

2003. 04  두류동 삼정그린빌  
한국주택문화상 최우수상 수상

             06 사직2차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560세대

             10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372세대

2004. 03  진해시 경화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304세대

2005. 07 덕천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560세대

2006. 08 동인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174세대

2010. 09 초읍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49세대

2011. 03 경성대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373세대

             04 삼정브리티시 용산   767세대

             09 부산대역 삼정그린코아   490세대

             12  울산하늘공원 건축공사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2016. 03  안성 당왕지구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657세대

             05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863세대

             07 온천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421세대

2017. 05 수영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622세대

             08 송정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836세대

             09 통영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257세대

             09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오피스텔 371호, 복합시설

             12 장유무계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414세대

             12 김포한강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446세대

             12 부산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413세대

2018. 04            부산 동래구 온천동 오피스텔   616세대 

           05                 대구 다사 지역주택조합   563세대

               06                   대구 안심역 지역주택조합   638세대

               06                   대구 중구 남일동 오피스텔   502세대

               10                   부산 신가야 지역주택조합   826세대

               10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   408세대

               12                   한남동 한성아파트 재건축   125세대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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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6
2017

2018

2013
2014

2015

2010
2011

1990s

예 정

예 정

예 정

예 정

예 정

예 정

예 정



(주)삼정은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토목, 건축, SOC사업 등 지역과 도시가 숙원하는 

주요 사업들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CHAPTER 1

건축, 토목, SOC를 통해

도시의 꿈을 건설하는 회사

DREAM 
OF CITY

WE BUILD



공사명 규모 발주처 공사기간

부산 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 복합개발사업 부산도시공사 2010. 05 ~ 2013. 12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PF) 지상 117층 지하 5층 부산도시공사 2009. 12 ~ 2015. 12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사업 박물관 및 전시시설 국토해양부 2009. 12 ~ 2012. 04

삼정 엘리움 신축공사 지하 4층 ~ 지상 15층 ㈜FCI 2009. 09 ~ 2011. 04

용호 4,5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 9개동 773세대 부산공시공사 2009. 07 ~ 2012. 10

부곡여자중학교 그린스쿨 조성공사 그린스쿨조성 개수공사 동래교육청 2009. 07 ~ 2010. 01

울산 하늘공원 신축공사 지하 1층 ~ 지상 4층, 승하원 외 4개동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2009. 06 ~ 2011. 12

내손동 공용청사 신축공사 지하 1층 ~ 지상 5층 경기도 의왕시 2009. 03 ~ 2011. 06

인천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공사 지하 1층 ~ 지상 5층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2008. 07 ~ 2009. 12

해운대 엘리시아(부설주차장 포함) 지하 2층 ~ 지상 15층 ㈜동남리젠시 2008. 07 ~ 2010. 02

센텀 임페리얼 타워빌딩 신축공사 지하 6층 ~ 지상 15층 ㈜신세계디앤씨 2007. 06 ~ 2009. 05

경호시설 신축공사 - 대통령경호실 2007. 01 ~ 2007. 12

양산뉴월드 조성공사 중 건축 (타워콘도 및 스키하우스)공사 콘도미디엄 및 스키하우스 신세계관광개발㈜ 2007. 01 ~ 2008. 06

속리산 휴게소 및 주유소 신축공사 지하 1층 ~ 지상 2층 한국도로공사 2007. 01 ~ 2007. 12

삼정 노블빌딩 신축공사 지하 2층 ~ 지상 12층 일석엠디㈜ 2006. 06 ~ 2008. 01

혜화여자중학교 교사보수 및 기타공사 교수보수 및 기타공사 부산시 동래교육청 혜화여자중학교 2004. 08 ~ 2005. 02

스파캐슬 신축공사 지하 4층 ~ 지상 11층, 레포츠타운 및 휴양시설 - 2003. 10 ~ 2004. 12

동래정보여자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교사동, 다목적강당, 지하주차장 - 2002. 11 ~ 2003. 07

부산인력개발타운 신축공사 능력개발 9층, 자격검증고용촉진 5층, 기숙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영남지역본부 2001. 11 ~ 2003. 07

반송초등학교 교사증축 및 기타공사 교사증축 부산시해운대교육청 2001. 06 ~ 2001. 09

㈜남성창호 연상동지점 창고, 판매점 신축공사 - ㈜남성창호 2000. 07 ~ 2000. 10

00지역 독신숙소 신축공사 2동 육군 53사단 1999. 07 ~ 1999. 10

HI컨설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지상 11층 에이치아이컨설팅㈜ 1999. 04 ~ 1999. 07

광신석유㈜ 금강주유소 증축공사 지상 5층 광신석유㈜ 1999. 03 ~ 1999. 11

부산골프고등학교 신축공사 지상 4층 부산골프고등학교 1999. 03 ~1999. 11

부산항공무선표지소 청사 증축공사 - 부산지방 항공청 1998. 07 ~ 1998. 12

구남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지상 2층 지주식 83면 부산시 북구청 1998. 05 ~ 1998. 09

부산자동차고등학교 건축공사 및 운동장 부지조성공사 교사 및 운동장 조성 부산시 교육청 1998. 03 ~ 1999. 08

온천2동 새마을금고 신축공사 지상 6층 온천2동 새마을금고 1997. 11 ~ 1998. 09

동여자고등학교 교사 보수공사 - 부산시 교육청 1996. 12 ~ 1997. 05

북부운전면허기능 시험장 개선공사 지상 2층 부산지청 경찰청 1996. 08 ~ 1996. 11

동호산기 울산공장 신축공사 지상 1층 박정오 1996. 07 ~ 1997. 11

연천초등학교 급식소시설 및 기타공사 - 부산시 동부교육청 1996. 06 ~ 1996. 09

00지역 인쇄실 보수공사 - 육군 1266부대 1995. 11 ~ 1996. 06

학장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지상 3층 박정오 1995. 10 ~ 1996. 04

00지역 병영시설 개선공사 - 육군 1266부대 1995. 09 ~ 1995. 11

금곡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지상 5층 장무성 신경과병원 외 1995. 02 ~ 1995. 08

우성수지㈜ 공장보수 및 개축공사 지상 4층 - 1995. 01 ~ 1995. 03

화명양수장 신축공사 지상 2층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1995. 01 ~ 1995. 07

삼정사옥 및 전시시설 신축공사 지상 5층 자체공사 1994. 12 ~ 1995. 06

성광여고 기숙사 공사 지상 3층 학교법인 문인학원 1994. 12 ~ 1995. 04

사직여고 강당공사 지상 4층 학교법인 사직학원 1994. 07 ~ 1995. 01

우성수지㈜공장 신축공사 지상 4층 우성수지㈜ 1993. 05 ~ 1994. 07

동인고등학교 부지조성 및 교사신축공사 교사 (지상 5층) 및 체육관 - 1993. 03 ~ 1994. 07

공사명 규모 발주처 공사기간

부산도시철도(사상-하단) 건설공사 - 부산교통공사 2017. 05 ~ 2021. 10

하단초등학교 다목적강당증축공사 - 부산시교육청 2016. 12 ~ 2017. 07

통영 무전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단지조성 ㈜무전도시개발 2016. 11 ~ 2020. 02

부산 엘코델타시티 1단계 제1공구 조성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2015. 11 ~ 2020. 11

지방도 1042호선(외동~주촌간:대로 1-2호선) 건설공사 지방도 1042호 건설공사 1.72Km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2015. 08 ~ 2017. 08

부산 엘코델타시티 1단계 제2공구 조성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2015. 04 ~ 2019. 12

효암천 재해복구사업(3공구) 하천연장 571m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2015. 03 ~ 2015. 12

이노비즈밸리 일반사업단지 조성공사 산업단지조성 ㈜에스엔비 2014. 04 ~ 2016. 06

밀양 그랜드캐니언 컨트리클럽 건설공사 골프장조성 ㈜그랜드캐니언 컨트리클럽 2014. 01 ~ 2016. 04

주촌선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주촌선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2013. 05 ~ 2017. 12

부산신항 송도준설토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준설토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해양수산부 2012. 06 ~ 2015. 03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1·2공구 교량 상부공(PCT) 공사 PCT 에스케이건설㈜, 금호산업㈜ 2012. 05 ~ 2013. 12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부지조성 인천지방조달청 용인지방공사 2011. 05 ~ 2014. 12

생곡지구(생곡산업단지) 조성공사(2공구) 산업시설용지 13,800평, 공용시설용지 4,200평 부산도시공사 2010. 08 ~ 2015. 03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구간) 4공구 건설공사 도시철도 1.79km 건설 부산교통공사 2009. 11 ~ 2014. 10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 조성공사 3공구
3,083.454㎡ 

(호안,지반개량, 단지조성, 교량,오수펌프장 공사)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2009. 09 ~ 2013. 10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 조성공사 축구장 4면, 테니스장 6면 외  
부지조성A=248,291㎡, 순환도로L=4,376m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2009. 06 ~ 2011. 0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조성공사(1공구) 산업단지 조성 부산도시공사 2009. 01 ~ 2012. 10

하수관거시설 (확충)공사 장림처리구역 공사 관로공사 L=1,824m D=250~400mm 차집시설 7개소 부산광역시청 2008. 10 ~ 2009. 11

김해주촌선천지구도시개발사업 130만6000㎡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2007. 03 ~ 2017. 12

밀양 리더스컨트리클럽 조성공사 골프장조성 ㈜리더스컨트리클럽 2006. 07 ~ 2009. 06

동부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도로확장 L=520m, B=25m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2006. 01 ~ 2007. 12

금성동 공해마을 하수도설치공사 차집관로 L=3,530m 부산시 금정구청 2003. 08 ~ 2004. 08

일반하천 치수사업 고막원천 단면 보강공사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2003. 06 ~ 2006. 12

하수관거 신설(확충)공사 [강동처리구역] 6공구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2002. 11 ~ 2004. 04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 조성공사 3공구 단지조성, 지반개량 부산시 도시공사 2001. 11 ~ 2010. 11

부산항3단계 항만배후도로 산사태 응급복구공사 <도로>320m, <교량>103,2m, <사면보호공>22,200㎡ - 1999. 09 ~ 2001. 02

일광광산 광해방지사업 복구공사 28,910㎡ (채굴-4,370㎡, 갱구폐쇄-10공) - 1995. 05 ~ 2001. 05

우암1동 8, 9통 지내도로 개설공사 B=8.6 L=93 부산시 남구청 1999. 04 ~ 1999. 12

국토2호선 이주단지(녹산지구) 조성공사 택지조성 - 1998. 06 ~ 1999. 07

동부권 농산물 진입도로 개설공사 연약지반처리 - 1998. 04 ~ 2000. 10

망양로 확장공사 B=12 L=144 부산시 동구청 1997. 11 ~ 1998. 09

서1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B=12 L=520 부산시 금정구청 1996. 10 ~ 1997. 05

영도 봉래R-해양대학간 도로개설공사 - 부산시 영도구청 1995. 10 ~ 1996. 04

구제방도로 확장공사 B=12, L=520 6,240㎡ 부산시 강서구청 1994. 12 ~ 1995. 06

건축 시공부문 토목 시공부문



23차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22차 사직2차 삼정그린코아 21차 침산동 삼정그린코아

20차 서울 방화동 삼정코아 19차 광안리 삼정그린코아 18차 전포동 삼정코아 17차 해운대 좌동 삼정코아

16차 온천 삼정그린코아 15차 해운대 중동 삼정그린코아 14차 두류동 삼정그린빌 13차 염창동 삼정그린코아

12차 거제동 삼정그린코아 11차 가야 삼정그린코아 10차 구포 삼정그린코아 9차 사직 삼정그린코아

8차 반송 삼정그린코아 7차 모라 삼정그린코아 6차 만덕 그린코아 5차 삼정송도 비치맨션

4차 삼정송림맨션

51차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50차 통영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49차 송정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54차 장유무계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48차 수영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47차 온천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46차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45차 안성 당왕지구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44차 장전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43차 죽곡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42차 김해 부원역 그린코아 더센텀  41차 양산신도시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40차 동부산관광단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37차 북죽곡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38차 김해 센텀 큐시티39차 사직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2차

36차 오페라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35차 사직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차 34차 명지 삼정그린코아 더웨스트 33차 온천장역 삼정그린코아

32차 명지 오션시티 삼정그린코아 31차 신화명 동원역 삼정그린코아 30차 삼정브리티시 용산 29차 부산대역 삼정그린코아

28차 경성대 삼정그린코아

24차 진해시 경화동 삼정그린코아

27차 초읍동 삼정그린코아 25차 덕천동 삼정그린코아26차 동인동 삼정그린코아

3차 삼정동백맨션 2차 삼정부곡맨션 1차 삼정내성맨션

주택 시공부문 주택 시공부문

53차 김포한강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52차 부산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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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실적 _ 민간투자사업 CONSTRUCTION RECORD _ PRIVATE INVESTMENT BUSINESS

(주)삼정은 여의도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금융중심지가 될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 민간투자 사업에 참여해 동북아 해양 및 파생분야  

특화 금융허브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부산으로 이전하는 금융관련 공공기관이 들어서면 한국의 

월스트리트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이를 위해 (주)삼정의 수십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쏟아 붓고 있으며 부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

드마크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삼정은 40여년간의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부산의 해양문화ㆍ관광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해양수산부의 산하

기관으로 개관한 국립해양박물관은 ‘2013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3차원 비정형 설계로 파도형상의 입체미를 구현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부산관광공사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교류 협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명실상부 해양강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규모 복합개발사업       발주처 부산도시공사부산 국제금융센터 규모 박물관 및 전시시설      발주처 국토해양부국립해양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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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실적 _ 건축 · 토목 시공부문 CONSTRUCTION RECORD _ ARCHITECTURE · CIVIL ENGINEERING

통영 무전 도시개발사업(부지조성, 단지조성)
규모 : 209,352㎡(63,329평) / 발주처 : (주)무전도시개발 / 시공:(주)삼정

김해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규모 : 130만6000㎡(406,746평) / 발주처 :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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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월드 조성공사 중 건축(타워콘도 및 스키하우스)공사
규모 : 콘도미디엄 및 스키하우스 / 발주처 : 신세계관광개발(주)

밀양 리더스컨트리클럽 조성공사
규모 : 골프장조성 / 발주처 : (주)리더스컨트리클럽

동부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규모 : 도로확장-L=520m, B=25m / 발주처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부남·북항대교영도연결도로 1·2공구 교량 상부공(PCT) 공사
규모 : PCT / 발주처 : 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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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실적 _ 건축 · 토목 시공부문 CONSTRUCTION RECORD _ ARCHITECTURE · CIVIL ENGINEERING

부산 엘코델타시티 1단계 제1공구 조성공사
발주처 :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엘코델타시티 1단계 제2공구 조성공사
 발주처 : 한국수자원공사

울산 하늘공원 신축공사   
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 승하원 외 4개동 / 발주처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생곡지구(생곡산업단지) 조성공사(2공구)
규모 : 산업시설용지 13,800평, 공용시설용지 4,200평 / 발주처 : 부산도시공사

속리산 휴게소 및 주유소 신축공사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발주처 :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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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회 ‘대한민국 살기좋은 아파트’ 대상 수상

신화명 동원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그동안 임대 아파트 위주의 중서민층 도시였던 부산 금곡동에 
초대형 규모의 입주민 편의시설과 함께 고급 아파트를 공급해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자부심을 바꾸어 놓은 사업입니다. 
창사 30주년 기념작으로 526가구로 구성된 중형단지에 
2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서나 볼 수 있는 100억원대 가치의 
커뮤니티 시설 공급, 자연 지형 그대로를 살린 설계, 지하철 동원역과 
이어지는 연결 육교까지- 임대 아파트가 밀집돼 있던 부산시 금곡동에 
금정산과 낙동강의 푸른 조망이 보이는 명품아파트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아 대형 건설사들을 제치고 제19회 매일경제 대한민국 
살기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서 대상 수상의 명예를 안았습니다. 
더불어 도시 주거문화를 새롭게 바꾼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위치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834번지 일원 •규모 지하 4층 ~ 지상 29층, 6개동      
•세대수 총 526세대 •대지면적 22,210.00㎡ •연면적 77,083.75㎡      
•건폐율 15.55% •용적율 237.37%  •주차대수 542대

대표실적 _ 주택 시공부문 CONSTRUCTION RECORD _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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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실적 _ 주택 시공부문 CONSTRUCTION RECORD _ HOUSING

대구 죽곡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244번지 외 39필지 / 지하 5층 ~ 지상 35층 / 총 1,054세대

김포한강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551번지 외 1필지(양곡2지구 2,3bl) / 

지하1층 ~ 지상 19층, 총 446세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부산광역시 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복합6 /

지하 4층 ~ 지상 30층 / 총 863세대

안성 당왕지구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안성시 당왕동 416-16번지 일대 / 지하 1층 ~ 지상 32층 / 총 1,657세대

대구 오페라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대구시 북구 침산로 100 / 아파트 578세대, 오피스텔 135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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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실적 _ 주택 시공부문 CONSTRUCTION RECORD _ HOUSING

부산 사직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차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1039 / 지하4층~지상33층 / 총 313세대 
2차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94-3 / 지하4층~지상 29~32층 / 총 230세대

서울 염창동 삼정그린코아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82 / 지상15층 / 총 206세대

대구 삼정브리티시 용산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600-1 / 지상 34층 / 총 767세대

서울 방화동 삼정코아(방신종합시장재건축)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67-4 / 지하3층 ~ 지상13 층 / 총 87세대



(주)삼정은 학교법인 삼정학원을 통해 교육,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문화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삼정의 경영이념은 국가를 대표하는 

권위있는 수상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교육사업, 사회봉사를 통해

꿈과 희망을 건설하는 회사

CHAPTER 2

COMMUNITY

WE 
CONTRIBUTE

삼정 고등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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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열정과 함께
(주)삼정은 더 나은 내일,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개발·육성하기 위해 교육사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ㅣ 학교법인 삼정학원

1973년 동래여자상업고등학교 설립, 2008년 삼정고등학교로 개명, 이 학교를 통해 설립 이후 지금까지 우수한 교육여건과 

특기 적성 교육을 통해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주성과 창의력으로 뭉쳐진 젊은 인재를 육성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교육재단  &  문화사업지원

EDUCATIONAL FOUNDATION

교육재단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및 후원할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문화의 힘을 키우기 위해 기업 메세나에 적극 동참합니다.

CULTURE SUPPORT

문화사업지원

오페라 <리골레토> 후원

(주)삼정은 최근 뉴아시아오페라단의 오페라 ‘리골레토’를 
후원하는 등 예술인들에게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혜택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돈조반니> 후원

(주)삼정은 최근 뉴아시아오페라단의 오페라 ‘돈조반
니’의 후원을 통해 도시 시민의 성숙한 인격 배양은 물
론, 수준 높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등 더 나은 라
이프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뉴아시아 오페라단 후원회장 활동

삼정은 이근철 회장은 부산광역시 

공식 지정 전문예술단체인 뉴아시

아오페라단(단장그레이스조)의 후

원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예술단

체의 성장과 후학양성 활동의 기틀

을 다지는데 공헌해 왔습니다. 뉴아

시아 오페라단은 현재 일본, 홍콩, 중

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시아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오페라단으

로 성장하여 지역과 국가를 넘어 아

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오페라 및 다

양한 한국문화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으며 공연문화예술에 이바지하

고 있습니다.

EDUCATIONAL FOUNDATION  &  CULTURE SUPPORT

삼정 고등학교

삼정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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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NTRIBUTION

능력이 되는 한
(주)삼정은 사회에 대한 환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봉사활동, 기부활동 등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역과 사회에 끝없이 베풀고, 나눔을 실천합니다.  

50억 이상의 따뜻한 기부활동

분수에 맞게 행동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되 능력이 되는 한 언제나 어려운 계층을 위해 아낌없이 나서겠다는

(주)삼정의 대표 이근철 회장의 신조처럼 묵묵히 기부활동을 펼쳐온 (주)삼정 -  

봉사단체 기부 7억 8천만원 / 교육지원 기부 29억 3천만원 / 고향 지역사회 기부 8억 7천만원 / 사회봉사 기부 6억 2천만원 등 
1983년 8월 회사 창립 이후 지금까지 50억원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정의 이런 행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SOCIAL CONTRIBUTION 

사회공헌

대성장학회를 통한 지속적인 장학후원활동

 이근철 회장은 국제로타리 3661지구 총재를 역임하면서 지역사회에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대성장학

회를 통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장학후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편모슬하에 힘들게 공

부한 두 형제에게 대학졸업시까지 4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각각 한국항공대학교를 졸업해 국제선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한국과학기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업해 연구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모범적 장학사업

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국가유공자유족 주거여건 개선 자금지원 전달식

제5회 불우이웃돕기 '헬로 콘서트 좋은날' 성금 전달식

교육청 희망 인재 양성 프로젝트 지원금 전달식

부산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애향 부문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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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ING A PRIZE LIST 사회공헌 수상실적

제19회 살기좋은 아파트 대상

사회발전기여 대통령 훈장 국가산업발전기여 대통령 포장

(주)삼정 이근철 회장 대표 수상내역 ㅣ 대통령 산업포장, 국민훈장 석류장, 대통령 표창장, 건설교통부 장관상 

고객과 파트너,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주)삼정의 경영이념과 주거기술은  
대외적으로 업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WINING A PRIZE LIST

수상실적

40여년간 이어온 희망의 봉사활동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저소득층, 불우이웃을 비롯해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 소외 지역에 

온정 가득한 봉사활동으로 공존과 상생, 나눔의 가치를 전해온 (주)삼정 – 

지역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건강한 기업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형태의 활동을 계획,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무료 급식 지원 및 봉사활동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SAMJUNG GREENCORE
38
39

품질과 기술로 인정받는 - (주)삼정 고객이 인정하는 - (주)삼정

대외수상내역 대외수상내역

제19회 대한민국 살기좋은 아파트 대상

(신화명 동원역 삼정그린코아)

TV조선2017 경영대상 창조경영대상

(지역경제활성화 부문)

대구 두류동 삼정그린빌 입주자대표 감사패

건설교통부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

 표창장

2017년 대구건축비엔날레 

(사)대구건축문화연합 감사패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 감사패

대한주택건설협회 공로패(부산지회)

서울 방화동 재건축조합 감사패

한국주택문화상 최우수상(2003)

대한민국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서울 염창동 삼정그린코아)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건설 

시공부문 우수기업

스포츠서울 TOP BRAND 건설부문 대상

부산광역시 주택사업장 

시공부문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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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정도경영으로 인정받는 - (주)삼정

대외수상내역 기술면허 라이센스

재정경제부장관 납세의무이행 표창장

부산광역시 안전문화대상 우수기업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인력개발

건립사업 감사패
부산광역시장 건설업등록증

부산광역시장 소방시설업등록증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기업

부산대학교 최고경영대학원 경영대상 부산광역시장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부산광역시장 전기공사업등록증한국사업인력안전공단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기업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222-13(온천동)

법인설립일 1983년 8월 16일

대표이사 회장 이근철 

사업자등록번호 607-81-33067

법인등록번호 180111- 0050095

자본총계 1,644억(17년말 기준 추정)

영업종목  토목건축공사업 / 주택건설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전기공사업 /  

대지조성 및 분양사업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건축자재 공급업 / 부동산 개발업 등

면허사항 건설교통부 건설업 면허 제1350호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2004-27호 

 전기공사업 부산 - 01013호 / 부산시주택건설사업자등록 제83-1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부산 100002호 

홈페이지 삼정그린코아 www.greencore.co.kr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www.greencorethebest.com

(주)삼정  /  (주)삼정코아건설  /  (주)삼정GC건설
TEL.  051. 580. 4700      FAX.  070. 4275. 1357

본 책자에 사용된 CG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있습니다. 

좋은 집의 가치를 고집해온 (주)삼정은

최고 브랜드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부터 세컨하우스 투자자까지 ‘통영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에 전국적 관심집중
우수한 주거환경, 내년 담보대출 규제강화로 실수요자에게 각광       8.2 부동산대책 풍선효과, KTX 등의 호재로 전국적인 관심

(주)삼정이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59-1에 공

급중인 통영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에 지역 실수요자부

터 서울 및 수도권 투자자들의 관심까지 집중되고 있다.

통영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오픈 전부터 우수한 교

육 · 주거환경과 인천 송도, 해운대 마린시티와 같은 해

양도시로 발돋움하는 통영의 가치, 8.2부동산대책 등의 

정책적 상황이 겹치면서 통영은 물론 전국의 관심이 몰

리는 핫플레이스였다. 

지난 1일 견본주택을 오픈하면서 이러한 관심이 점차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통영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통영도심의 관문인 애조

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애조원 도시

개발구역은 모든 것을 다 갖춘 2천여세대 신주거지로 

계획중이며 지역에서는 진출입로 확충 등 교통인프라는 

물론 대규모 프로젝트에 걸맞는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 명품주거도시 플랜에 맞추어 조

성되는 대형공원, 산책로 등 레저와 힐링이 복합된 살기 

좋은 휴양주거도시로 개발된다.

기존 공공택지개발보다 조성기간이 짧아 신속한 사업추

진이 가능하고 주거, 상업, 문화, 편의시설이 체계적으

로 조성된다는 점, 일반 택지지구에 비해 안정성이 높고 

전매제한 규제가 덜하다는 점까지 더해져 애조원지구를 

대표하는 통영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에 대한 실수요자

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 학교 주변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유해시설이 없

고 통학환경이 우수하다. 

최근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

슈화 되면서 안심통학이 자녀를 둔 수요자들의 주거선

택 1순위가 되고 있는데 통영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의 

교육여건은 단연 통영 최고를 자랑한다. 

동원중, 동원고가 단지와 도보거리로 인접해 있고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개교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동원고등

학교는 교육부 선정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이

자 유네스코 국제교육 우수학교로 통영 지역 학부모들

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도보거리에 통영 최대 병원 두 곳이 위치하며 대형

마트, 공공기관 등 생활인프라가 풍부하기 때문에 통영

지역 인근의 실수요자들에게 꼭 한 번 살아보고 싶은 곳

으로 각광받고 있다. 통영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에는 

서울 및 수도권 수요자들의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8.2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서울지역 투자자들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이동되면서 세컨하우스로서의 가치가 높은 

해양 리조트형아파트인 통영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로 몰리고 있다는 것...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지역이 부동산 시
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1순위 청
약에서 전 평형 마감된 ‘죽곡 삼정그린코
아 더 베스트’는 죽곡지역 최대의 청약열
기를 보였다. 
<주>삼정에 따르면 지난 1일 1순위 청약접

수 결과 929가구(오피스텔 125 제외) 모
집에 1만800여명이 몰려 최고 28.09대 1(
전용면적 84㎡)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건수를 놓고 볼 때 지난 5월 ‘죽곡청
아람 5단지’(9천944건), 2013년 12월 ‘
대실역 한신휴플러스’(9천698건), 지난달 
‘죽곡 협성휴포레’(7천370건)보다 많은 수
치다. 다사읍 매곡리 244 일대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대단지·실속·역세권의 키워드
를 내세워 실수요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모델하우스 오픈 이
후 현재까지 3만8천여명의 방문객이 다녀
간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대행사 리코C&D 전형길 대표는 “최
근 신규 아파트 시장이 실수요자의 관심
도와 집객 비중에 따라 분양성패가 판가
름나고 있다”며 “‘죽곡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의 일부 인기평형은 벌써부터 프리
미엄이 형성되는 등 분양열기가 뜨겁다”고 
밝혔다. 또 최근 대구 분양시장에선 ‘묻지
마 청약’보다 역세권, 실속 조건, 마감재 품
질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실수요자의 비중
이 늘고 있다. 
‘죽곡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의 분양광고
를 맡고 있는 <주>메이트컴퍼니 관계자는 “
이 아파트의 경우 대구도시철도 2호선 다
사역이 130m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인 점
을 비롯해 1천가구가 넘는 대단지, 지역난
방을 통한 저렴한 관리비 등이 수요자에게 
어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은 14일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대구 달서구 성서 홈플러스 
맞은편 감삼동 삼정브리티시 옆에 있다. 

‘죽곡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청약 1만건 돌파…
전용면적 84㎡의 1순위 경쟁률 최고 28대1 기록

최고 535대 1, 부산대· 온천장역 더블역세권
장전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순위 청약 접수에서 최고 50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관심을 모았던 
‘장전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가 계약을 
시작한다. 기간은 22~24일이다. 
 장전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올해 부
산에서 분양되는 마지막 아파트이자, 내
년 5월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가이
드라인이 발표된 뒤 계약되는 첫 아파트
다. 이 때문에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아파
트가 내년 분양시장을 예측하는 가늠자
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새 주택담보대출 가이드
라인이 기존 주택에만 국한되고 분양 아
파트의 집단대출은 기존 거치식 대출 방
식이 유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작
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전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실수요

자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10일 접수한 아파트 1순위 청약에서 최
고 535 대 1, 오피스텔 청약 역시 최고 
11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전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지상 
36층, 총 334세대 규모로 아파트 280
세대, 오피스텔 54세대가 공급된다. 부
산 지역 관심 아파트 중 한 곳인 장전 삼
성래미안 바로 옆에 들어설 예정이어
서 프리미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업체 관계자는 “부산대역과 온천장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인 점
과 단지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많은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
다”고 밝혔다.

30년 신뢰와 정성의 향토 건설회사 삼정이 
새롭게 도입한 설계·평면·자재 등 소비자 
호평 속 분양시장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부
산 최고 청약률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세우
며 2014 분양시장의 청신호를 켜고 있다.
사직역 삼정그린코아는 사직역 초역세권, 
풍부한 생활편의시설과 명문학군, 인근에 
위치한 공원 등 최고의 입지와 삼정의 베스
트 오브 베스트 아이템만을 적용한 최고의 
품질로 일지감치 치열한 청약 경쟁이 점쳐
졌다. 아침부터 견본주택에는 청약 대기자

가 길게 늘어섰고 인터넷 청약에도 접속이 
몰려 이 사업에 쏠린 관심과 인기를 입증했
다. 인근에 사직종합운동장, 가까이에서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50만여㎡에 이르는 
체육근린시설도 이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더 높여주고 있다. 인근에 공원이 많다는 것
도 상당히 큰 장점, 쾌적한 주거환경에 전
망 프리미엄이 아파트 가치를 더욱 높여주
기 때문이다. 편의시설 기반도 뛰어나다. 주
변에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동래시장 등 다
양한 상권이 형성돼 있으며 부산시청과 법

원 등 관공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삼정관계자는 “누구나 인정하는 명품 입지
와 삼정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로 좋
은 결롸를 얻을 수 있었다. 사직역 삼정그린
코아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한다”
고 말했다. 또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자가 
많은 만큼 계약률도 높은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민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30년 삼
정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사직역 ‘삼정 그린코아’ 145:1 청약 1순위 마감
2014 전국 최고 경쟁률 기록해 눈길

향토건설사 삼정, 경기 안성에 1657세대 분양

부산 향토건설사인 (주)삼정이 새해 수도
권에서 대단지 아파트의 분양에 나서 관심
을 끌고 있다. 
(주) 삼정은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416 일원
에서 ‘안성 당왕지구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조감도)’를 분양한다고 3일 밝혔다. 당왕지구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지난해 부산 건설사

가 부산 외 지역에서 수주한 아파트 중 단일 단
지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당왕지구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대지면
적과 연면적이 각각 7만2109㎡, 21만3908
㎡에 달하고, 사업비만 약 4000억 원에 이른
다. 16개동, 1657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84
㎡A형 737세대, 84㎡B형 207세대, 59㎡A
형 563세대, 59㎡㎡B형 150세대 등 최근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만 구성된다. 
이 아파트는 단지 반경 500m 내에 농협하나
로마트와 이마트 등 쇼핑시설이 밀집해 있고, 
초·중·고등학교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을 정
도로 교육 여건이 뛰어나다. 단지 동쪽으로는 

금정천 수변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쾌적한 생
활환경을 자랑한다.  
이 아파트는 또 건폐율이 13.39%로 매우 
낮아 여유로운 단지 배치가 가능하다는 특징
을 갖고 있다.  
(주) 삼정 이근철 대표이사는 “쾌적한 단지 설
계를 통해 공원 같은 아파트를 조성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검증된 혁신평면과 설계를 통
해 개방감과 공간효율성이 높은 아파트를 선
보일 것”이라며 “지역 건설사의 기술력이 수
도권 업체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
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사업승인을 얻
은 당왕지구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오는 3
월 본격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살기좋은 아파트] 국무총리상
삼정 부산 금곡동 ‘신화명 동원역 삼정그린코아’

“금곡동은 ‘신화명 동원역 삼정그린코아’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
도 임대아파트만 1만가구 이상 존재할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했습
니다. 회장님을 비롯해 전 직원이 똘똘 뭉쳐 설립 30주년 기념작
으로 금곡동에 고급 아파트를 공급해 금곡동에 새로운 주거문화
를 선보였습니다.” 
삼정의 ‘신화명 동원역 삼정그린코아’는 임대아파트가 밀집돼 있
던 부산시 금곡동에 금정산과 낙동강의 푸른 조망이 보이는 명
품 아파트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아 대형 건설사들을 제치고 

제19회 매일경제 살기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국무총리상의 영
예를 안았다. 
삼정의 창사 30주년 기념작으로 탄생한 고품격 아파트답게 526
가구로 구성된 중형단지이지만 2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
서나 볼 수 있는 스크린골프장·탁구장·실내 골프연습장(8곳)·헬
스클럽·탁구장·독서실·키즈카페·문화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 또 지하 1·2층에 가구별 별도 창고도 마련돼 고
급 아파트로 조성됐다.삼정은 부산지하철 2호선 동원역과 아파트 
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길도 무료로 만들어 입주민이 5분 만에 지
하철역에 도착할 수 있게 설계했다.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등 
쇼핑시설도 가깝다. 
금곡초·중등학교와 명문학교로 꼽히는 금곡고등학교도 인접해 교
육환경도 갖췄다. 단지 내 벽천분수(인공폭포)도 심사위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삼정은 아파트 지대가 높아 고심해왔다. 특히 아파
트 윗단과 아랫단이 37m가량 차이가 나서 이를 극복하면서도 조
경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인공폭포를 고안해냈다. 
현장심사에 참여했던 한 심사위원은 “물줄기가 시원하게 떨어져 
내리는 벽천분수를 보니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질 만큼 청량감
이 들었다”고 말했다.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순위 청약 최고경쟁률 505.3대1

우수한 입지와 고급주거지로 
승부한 중대형 아파트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서도 통했다. 
2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
주)삼정이 부산 명지국제신도
시에 짓는 ‘삼정그린코어 더베

스트’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
행한 결과 37가구를 모집한 84
㎡A 주택형에서 1만8698명이 
신청해 505.3대1의 최고 경쟁
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

률은 72.2대1로 전 주택형에
서 1순위 마감됐다. 특히 분
양시장에서 중소형에 비해 인
기가 덜한 중대형급 아파트인 
101~114㎡에서도 1순위 청
약 마감해 부산의 청약열기를 
대변했다.
분양관계사 피엠포유 하성민 
대표는 “명지국제신도시 삼정
그린코아 더베스트의 성공은 
견본주택 오픈 때부터 주말까
지 3일간 2만 여명 이상이 다녀
간 갔다”며 “최근 청약열기가 
뜨거운 부산 분양시장에서 수
요자의 관심이 중대형으로 이
어지고 있어 높은 청약률을 기
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아파트 431가구, 

오피스텔 432실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단지다. 특히 아파트
의 경우 명지국제신도시 최초
로 전용 84~114㎡ 규모의 중
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고 
3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로 
지어질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문화쇼핑시설이 
들어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
하며 피트니스센터, 주민회의
실, 다목적 커뮤니티룸이 조성
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세대 곳곳에 다양한 수납공간
을 마련해 실용성을 높였으며, 
스마트 감성조명시스템과 지
하주차장 LED조명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 절감과 효율성
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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