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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is the best!
무한경쟁시대에 눈부신 성장보다

신뢰받는 건설회사로 
대한민국 건설가치를 지켜온

기업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국가기관토목과 교육시설
근린생활시설에서 장학사업에까지

지난 28년간 든든한 기초위에 내실을 다져온
종합건설회사가 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고객의 행복을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한민국 대표 건설기업의 미래
(주)삼정기업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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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움직이는 건설현장에서부터
대한민국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이 땅에
도로가 뚫리고 공장이 지어지고
내 가족이 쉴 수 있는 조그만 집이 지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설인이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벽을 뛰어넘는 진취적인 행동과 남과는 다른 아이디어로
숨겨진 땅의 가치를 고객의 진정한 가치로 승화시켜온 삼정기업!
삼정기업의 역량과 저력은 주택사업, 토목사업, 일반건설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곳곳에서 보다 새롭게 발휘될 것입니다.
이제 삼정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심습니다. 

For Better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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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the Chief
Executive Officer

본사사옥 및 주택문화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 2동 116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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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투명경영을 통해
고객가치 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삼정기업 대표이사 회장

朴     正     五

저희 삼정기업은 1985년 회사를 창립하여 '삼정 그린코아'라는 자연 친화형 아파트 브랜드를 통해 고객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입니다.

당사는 조직의 외형적 팽창보다는 내실을 기한 점진적 발전과 기업의 신용을 더욱 가치 있게 생각하는 기업으로서 과거보

다는 현재가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든든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부산, 경남지역을 넘어서 서울, 대구, 울산, 충청 등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품질완성에 따른 고객만족'이라는 신념하에 전 임직원이 노력해온 결과 부산광역시 우수기업, 한국주택문화상 최우수상

수상, 시민만족도 우수아파트선정 등 당사의 품질을 대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삼정기업의 우수한 시공능력과 탄탄한 자본력은 고객 여러분께 든든한 믿음을 심어드렸으며 현재 주택사업

뿐 아니라 주거 및 산업단지조성, 도시재생사업 등 초대형 PF민자사업은 물론 턴키, BTL, BTO형태의 공공건설시장에도

적극 진출하는 등 사업다각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종합건설업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며 삼정기업은 여러분 곁에서 소중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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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기업 회사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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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JUNG
Brief History
신뢰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온

도전과 창조의 4반세기
(주)삼정기업의 32년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의 시간이자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한민국 대표건설회사로 도약하여 
풍요로운 사회구현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신뢰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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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사업
Civil Engineering

국가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항만 및 간척사업, 산업부지 조성과 도로, 교량, 터널 등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관공서와 학교, 창고, 물류기지 등 수많은 관급공사와 민간공사 수행 경험을 통해 숙련된 
노하우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오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의 확대, 물류와 교통환경 혁신, 레져수요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이슈에 힘입어 삼정기업은 사업영역을
더욱 고도화시켜 턴키, BTO, BTL, SOC, 개발사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대한민국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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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ngineering Projects

토목부문
- 주거 및 산업단지 조성

- BTL, BTO등 대형 민자사업
- 지하철, 교량, 터널등 사회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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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ngineeringⅠ
하이스트 컨트리 클럽 조성공사
공사기간동안 우리는 아름다운 변성암 바위와 험준한 계곡 등 이곳만의 독특한 자연적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지형조건을 활용하여 
인공계류를 생성하고 현장에서 나온 자연석을 활용하여 돌담을 만들었으며 각 홀마다 개성 있는 조경연출로 차별화시킴으로서 골퍼들로 하여금
각각의 홀에서 예술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이스트 컨트리클럽 조성공사
■위    치 :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산 207 사업기간 : 2007. 08 ~ 2008. 11

김해상록골프장 건설공사
■위    치 :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한림면 병동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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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ngineeringⅡ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만드는 프로젝트  -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제3공구) 조성공사
국토의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데에도 기여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고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는 프로젝트에는 삼정기업의 노력이 함께 합니다.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제3공구) 조성공사
■ 발주처 :부산항만공사
■ 공사내용 : 산업단지조성 673,000㎡ 
■ 사업기간 : 2009.08~2014.01
■ 공사금액 : 1,170억원

낙동강 살리기 42공구 사업
■ 발주처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공사내용 : 하도정비 L=11.28km, 하천환경정비 L=5.38km
■ 사업기간 : 2010.06~2011.12
■ 공사금액 : 215억원

13



14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구간) 3공구 건설공사
■ 발주처 : 부산교통공사
■ 공사내용 : 도시철도 1.79km건설
■ 사업기간 : 2009.11~2014.10
■ 공사금액 : 875억원

Civil EngineeringⅢ
부산 낙동강의 새로운 상징물-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웅장한 외관과 첨단기술로 재해예방과 수질개설, 갑문식 어로를 통한 생태복원은 물론
낙동강을 대표하는 상징물과 새로운 명소가 될것입니다.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 발주처 :한국수자원공사
■ 공사내용 : 교량 및 수문증설공사 
■ 사업기간 : 2009.11~2012.12
■ 공사금액 : 2,100억원



이곡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 2010.05.06

낙동강 살리기 42공구 사업 2010.04.16

선두구동 대방산길 일원 도로 개설공사 2010.04.14

◎ 주요건설실적
철마면 임기리 상곡마을 진입로 도로정비공사 2011.07.29

가야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2011.07.27

부산역 환승센터 설치공사 2011.06.28

김해 상록골프장 조성공사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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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ngineeringⅣ
국토의 숨결을 깨우는 대동력 건설 - 도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토목사업은 고도화된 설계능력과 탄탄한 시공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으로 국토의 숨결을 깨우는 대동력 건설에 삼정기업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암~연화간 도시계획도로(소1-11호선)개설공사
■  발 주 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공사개요 : 도로개설 L = 180m, B = 10m

고리본부 해상구조물 보수보강공사
■  발 주 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  공사개요 : TTP제작 설치 및 연약지반 보강공사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 [해운대처리구역(좌동제척지일원)]
■  발 주 처 : 부산광역시
■  공사개요 : 차집관로(D = 250mm), L= 1.4km

서암 ~ 연화간 도시계획도로(소1-11호선) 개설공사

해운대 하수관거 신설(확충)공사

부산 기장고리본부 해상구조물 보수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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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ngineeringⅤ
승객의 편의와 교통 혼잡 해소 - 부산역 환승센터 설치공사
부산역 환승센터는 주변경관과의 조화로 아름다운 조망을 제공하며 KTX부산역 일대의 교통흐름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 승객을 위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부산역 환승센터 설치공사
■ 발주처 :부산광역시
■ 공사내용 : 버스 환승장
■ 공사기간 : 2011.07.12~2012.01.13
■ 공사금액 : 317,278,000원

샛별공원 현대화 정비공사 2009.05.26

칠암마을 호안 TTP설치공사 2009.03.13

하이스트 컨트리클럽 조성공사 2007.08.11

◎ 주요건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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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2009.11.~2012.12

부산지하철 1호선연장(다대구간)3공구조성공사 2009.11~2014.10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제3공구)조성공사               2009.11.~2014.10

부산 포항 관사 및 병영시설 확충공사 2009.



17

구제방도로 확장공사 1994. 12 ~1995. 6

Civil EngineeringⅥ
해양한국,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힘 - 경남사천 조선특구
항만사업은 대규모 매립을 통해 국가의 지도를 바꾸는 사업입니다.
동북아 해양물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간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건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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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양로 확장공사 1997. 11 ~1998. 7

서 1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1996. 10 ~1997. 5

북부 운전면허기능시험장 개선공사 1996. 8 ~1996. 11

영도 봉래R-해양대학간 도로개설 공사 1995. 11 ~1996. 06

경남사천 조선특구 조성사업
■단지개발 : 향촌 농공단지 조성
■위    치 : 경남 사천시 향촌동, 사등동 215번지 일대
■면    적 : 261,500㎡(79,104평)

■ 총투자금액 : 430억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10년
■ 운영방향 : 고성조선소용 블록 제작, 향후 MR급 신조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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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ngineeringVII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1공구)
■ 발주처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공사내용 : 2013.05.30~2017.12.31
■ 사업면적 : 1,329,978㎡(402,318평)
■ 공사금액 : 1,7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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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
Architecture Division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하이테크 공장, 관람집회, 
레져유통시설 및 호텔,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건축 전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원아파트- 삼정그린코아의 성공 그이상으로
건축사업 전분야에서 당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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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Projects

건축부문
- 도시재생사업

- 턴키, BOO등 민간제안 사업
- 업무, 유통,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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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
■ 공사내용 :8개동 (지하4층 ~ 지상 70층) 연면적 866,000㎡
■ 총사업비  : 12,867억원
■ 사업기간  : 2012.12 ~2017

Architecture Project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 사상공단의 새로운 디지털 밸리를 꿈꾸다 
노동집약적 공업으로 과거 성장의 중심이었던 사상공단에 사상 도시첨단 산업빌딩 건립을 통하여
IT, 생명공학, 첨단 산업유치를 함으로써 사상공단은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 주요건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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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 구청사 리모델링 전기공사 2011.10.25

만화천주변 오수관 및 하천정비사업 전기공사 2011.07.29

부산 남일고등 2교 승강기실 증축 및 기타공사 2011.06.17

부산 서중학교 냉난방 시설 전기공사 2011.06.14

한국은행 부산본부 행사 신축 건설공사 2010.12.07

광무여자중학교 교과교실제 시설공사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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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 건축공사 2010.06.15

대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2010.05.06

녹산동 복지회관 건립공사 2010.04.28

Architecture Project

대연 혁신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2공구)
■ 발 주 처 : 부산도시공사
■ 공사내용  : 공동주택 1,088세대 건립
■ 사업기간 : 2009.12~2012.12
■ 공사금액 : 1,730억원

◎ 주요건설실적

HI
ST

OR
Y 

HI
GH

LIG
HT

S

가야고등학교 식당증축 및 스탠드 보수공사 2010.09.20

고리 원자력 발전소 직원사택 리모델링 (4차)공사 2009.11 ~ 2010.10

금정초 외 4개교 LED조명 교체 전기공사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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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포항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 발주처 : 국방부/부산포항강군(주)
■ 공사내용 : 병영생활관 7동, 관사 224세대 , 간부숙소 116실
■ 사업기간 : 2010.07~2012.05
■ 공사금액 : 504억원

Architecture Project

◎ 주요건설실적

HI
ST

OR
Y 

HI
GH

LIG
HT

S

대연 혁신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2공구) 2009.12~2012.12

고리 직원사택 리모델링 (4차)공사            2009.09.10

꿈나래 스포원 어린이 전용극장 설치 전기공사 2009.08.05

2010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009.08~2009.09

부산대 넉넉한 터 및 대학본관 주변 조명등 설치공사 2009.07.10

KT기장지점~기장고교간 가로등 정비공사 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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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공영주차장 건립공사 1998. 5 ~1998. 9

성광여고 기숙사 1998. 5 ~1998. 9

부산자동차고등학교 건축공사 및 운동장 부지조성공사 1998. 3 ~ 1999. 8

Architecture Project

부산인력개발타운 신축공사
■ 공사기간 : 2001. 11 ~ 2003. 7
■ 연 면 적 : 23,270㎡
■ 발 주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영남지역본부
■ 규    모 : 능력개발 9층, 자격검증고용촉진 5층, 기숙사

◎ 주요건설실적

HI
ST

OR
Y 

HI
GH

LIG
HT

S

동래정보여자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2002.11 ~2003. 7

부산인력개발타운 신축공사 2001. 11 ~2003. 7

광신석유(주) 금강주유소 증축공사 1999. 3 ~199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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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Project

◎ 주요건설실적

HI
ST

OR
Y 

HI
GH

LIG
HT

S

동호산기 울산공장 신축공사 1996. 7 ~ 1997. 11

삼정기업 사옥 신축공사 1995. 3 ~ 1996. 1

금곡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1995. 3 ~ 1996. 1

학장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1995. 3 ~ 1996. 1

고리직원 사택 리모델링 (4차)공사
■ 발주처 : 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 공사내용 : 3단지 2개동(310동,311동) - 24세대
■ 공사기간 : 2009.10.19~2010.10.19
■ 공사금액 : 4,789,105,200원

동래정보여자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 공사기간 : 2002.11~2003.7
■ 비    고 : 교사동, 다목적강당, 지하주차장

부산자동차고등학교 건축공사 및 운동장 부지조성공사
■ 공사기간 : 1998. 3 ~ 1999. 8
■ 연 면 적 : 3,908㎡
■ 발 주 처 : 부산시 교육청
■ 규    모 : 교사 및 운동장 조성

동인고등학교 부지조성 및 교사신축공사
■ 공사기간 : 1993. 3 ~ 1994. 7
■ 연 면 적 : 9,979㎡
■ 비    고 : 교사(지상 5층) 및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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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수지(주) 공장보수 및 개축공사 1995. 3 ~ 1996. 1

Architecture Project

◎ 주요건설실적

HI
ST

OR
Y 

HI
GH

LIG
HT

S

사직여고 강당 신축현장 1995. 3 ~ 1996. 1

동인고등학교 부지조성 및 교사신축공사 1995. 3 ~ 1996. 1

한국은행 부산본부 신축공사
■ 발 주 처 : 한국은행
■ 공사내용  : 지하 1층 ~ 지상 4층
■ 사업기간 : 2010.12.27 ~ 2013.06.26
■ 공사금액 : 25,565,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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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어린이대공원 내 동물테마파크 공사
■ 발주처 : (주)삼정테마파크
■ 공사내용 : 동물사 20개동 / 동물병원
■ 공사기간 : 2013.04.12~2014.04.25
■ 총  대지 : 85,334㎡  

Architecture Project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 발주처 :  (주)삼정랜드
■ 공사내용 : 지상1층 ~ 지상4층
■ 공사기간 : 2013.11.08.~2014.04.30
■ 총  대지 : 13,9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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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동 자이언츠 파크 신축공사
■ 발주처 : (주)미래랜드
■ 공사내용 : 지하 4층 ~ 지상 11층 상가
■ 공사기간 : 2013.10.01~2015.05.31
■ 연  면적 : 23.195㎡   

Architectur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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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미래의 주택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담아내는 집입니다.
삼정그린코아는 고객가족을 둘러싼 자연, 사회, 문화환경과 공생하고 소통하는 집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방식을 디자인 합니다.

자연친화형 아파트 - 
삼정그린코아는 편안하고 편리한 살기좋은 아파트를 짓습니다

An Apartmen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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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Projects

주택부문
- 아파트 

- 주상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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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산 모라동 삼정그린코아

02  삼정 송림맨션

Apartment
House Ⅰ

▼ 주요건설실적
부산 송도비치맨션(주상복합)신축공사  

부산 만덕 그린코아 아파트 신축공사

부산 모라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신축공사

교통, 환경, 생활, 비젼...
모든것이 갖춰진 소중한터에
고품격 아파트-
삼정그린코아의 명성으로 
고객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부산 만덕 삼정그린코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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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House Ⅰ

살아본 고객들이 
다시 선택하는 삼정그린코아,
삼정의 기술이
명작을 탄생시킵니다.

부산 사직1차 삼정 그린코아

▼ 주요건설실적
학장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신축공사 

부산 가야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신축공사

서울 염창동 삼정그린코아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01 부산 구포 삼정그린코아

02 부산 반송 삼정그린코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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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울 염창동 삼정그린코아

02 부산 송도 비치맨션

Apartment
House Ⅱ

▼ 주요건설실적
부산 해운대신시가지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신축공사

부산 해운대 삼정코아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부산 온천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신축공사

고객중심의 주거공간, 
고객중심의 품질개발을 위해
늘 앞장서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류동 삼정코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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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House Ⅱ

여유로운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우아한 디자인으로 주거문화의
아름다운 기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부산 온천동 삼정그린코아

▼ 주요건설실적
부산 사직 2차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신축공사

경남 진해 경화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신축공사 

대구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신축공사 

01 부산 거제동 삼정그린코아

02 부산 해운대 삼정코아 주상복합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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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삼정그린코아

02 부산 전포동 삼정코아 주상복합

Apartment
House Ⅲ

▼ 주요건설실적
부산 광안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신축공사

서울 방화동 삼정코아 신축공사

대구 침산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신축공사 

로맨틱한 우아함과
클래식한 고상함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품격공간을 지향합니다.

대구 침산동 삼정그린코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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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House Ⅲ

자연과 인위의 경계를 허물고
따뜻한 감성과 넉넉한 디자인을
표현한 주거문화를 선도합니다.

부산 사직 2차 삼정그린코아

▼ 주요건설실적
부산 전포동 삼정코아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부산 가야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신축공사

부산 덕천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신축공사

01  가야 삼정그린코아

02 서울 방화동 삼정코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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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구 반월당 삼정 그린코아

02 경남진해시 경화동 삼정그린코아

Apartment
House Ⅳ

▼ 주요건설실적
부산 사직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신축공사

대구 두류동 삼정그린빌 아파트 신축공사

부산 반송 삼정그린코아 신축공사

현대감각에 절제된 세련미가 
조화로운 생활공간,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생활공간을 제공합니다.

충남 아산 삼정그린코아

1

2



38

Apartment House Ⅳ

밝고 경쾌하면서도 품격있는 
도시형 생활공간에서 연출되는 
생활의 여유가 있습니다.

학장동 삼정그린코아

▼ 주요건설실적
부산 송도 비치맨션 주상복합 신축공사

부산 삼정 송림맨션 신축공사

부산 거제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신축공사

01  부산 덕천동 삼정그린코아

02 부산 광안동 삼정그린코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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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울산 달동 도시형 생활주택

Apartment
House Ⅴ

▼ 주요건설실적
부산 사직 2차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신축공사

경남 진해 경화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신축공사 

대구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신축공사 

32년간 대한민국 전지역에서 
성실시공과 신뢰로 더 큰감동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백양산 삼정그린코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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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건강함과 쾌적함을 
도입하는 환경 친화적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공동주택사업

부산 해운대신시가지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신축공사

부산 해운대 삼정코아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부산 온천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신축공사

01 함양 삼정그린코아

1▼ 주요건설실적

Apartment Hous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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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래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02  지사동 삼정그린코아

대전판암역삼정그린코아

1

2

Apartment
House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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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김해센텀1차

02  부산연지동삼정그린코아

Apartment
House Ⅶ

김해센텀2차

1

2



대구 만촌동 삼정그린코아

Apartment
House Ⅷ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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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사업
Landscape Architecture

소중한 자연과 현대인의 삶을 공존하게 하는 조경사업은
미적인 감각과 생태학의 이해, 구조물과 주변 환경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기술과 예술적인 심미안을 필요로 합니다.
삼정기업은 조경사업의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문화와 자연에 대한 고찰로
문명에 자연을 옮겨놓는 가치있는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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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부문
- 조경계획 및 설계

- 조경시설물 설계 및 시공
- 골프장 조경설계 및 시공
- 수경시설 설계 및 시공

하이스트 컨트리클럽 조성공사 中 조경공사
거제 드비치 컨트리클럽 조성공사 中 조경공사
김해 상록 컨트리클럽 조성공사 中 조경공사

아산 배방 삼정그린코아 신축공사 中 조경공사
백양산 삼정그린코아 신축공사 中 조경공사
함양 삼정그린코아 신축공사 中 조경공사



(주)삼정D&C

부동산개발사업

시장의 수급상황과 부동산이 가진 잠재력을 정확히 예측, 판단하고 
그에 적합한 개발방안을 마련한 후 개발에 대한 기획, 용지확보, 
금융연계, 설계, 시공, 분양, 사후관리 등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갑니다.

국토개발, 지역발전에도 적극 동참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선도합니다

Real estat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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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쾌적하며 편리한 

생활공간 ·생산공간 창조의 책임완수 ”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시대조류에 맞는 개발문화를 정착 시키겠습니다

삼정기업 빌딩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41-5번지
■ 위치 :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전역 
■ 대지면적 : 2,619.9㎡(792.5평)
■ 연면적 : 24,635.73㎡
■ 빌딩규모 : 지하5층 지상17층, 옥탑 1층
■ 용도 :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 엘레베이터 : 4대 (승강용 20인승 3대, 비상용 13인승 1대) 
■ 주차가능대수 : 202대 (옥외 33대, 옥내 169대)
■ 냉난방 : 중앙공급식
■ 주변환경 : 부전역, 서면, 부산시민공원(구 하얄리아 부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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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상개발&(주)삼정테마파크

레져사업

현대인이라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보다 윤택하고 낭만있는 여유를 꿈꿉니다
삼정기업은 (주)정상개발을 설립하여 선진 고부가치산업인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삼정테마파크를 통해 자연, 동물, 사람이 모두 융화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동물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중지향적 레져 관광개발 사업으로 현대인들의 여가, 문화, 건강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관광사업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레져사업으로
보다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선사합니다 

Leisure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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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산 207번지 ❖ 규모 : 37만 5천 298㎡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하이스트 컨트리클럽은 1차 사업부지 총375,298㎡에 코스길
이 3107야드(9개홀,파36)로 조성된 퍼블릭 골프코스입니다. 자연과 골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된 9개의 코스는 주어진 지형조건을 그대로 활용하여 조성되었기 때문에 전략적이면서도 과
감한 도전을 요구합니다. 모든 홀에 미국 HUBBELL사의 최신 야간 조명시설을 완비하여 야간에
도 마음껏 라운딩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클럽하우스는 남·여 사우나 시설은 물론
서클룸, 회의장, 연회장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6홀에 조성된 대형 폭포와 각 홀 마다의 개성
있는 조경연출은 라운딩의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하이스트 컨트리 클럽 



현재 성황리 운영 중인 삼정더파크는 부산 유일의 자연친화형 동물원으로 생동감 있는 자연문화컨텐츠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전체 85,334m², 25,814평의 부지에 123종 1,200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살고 있으며
기존 동물원과 달리 다채로운 체험과 특별한 경험을 위해 보다 가까이에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전시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동물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선순환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자연문화 컨텐츠를 항상 연구하며 자연친화적 체험이 지닌
소통의 순기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삼정더파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1  규모 : 8만 5천 334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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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일의 자연친화형 동물원
“삼정더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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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삼정학원

교육사업

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경제발전, 고용창출과 함께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입니다. 
특히 자주성과 창의력으로 뭉쳐진 젊은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인재양성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밑거름입니다.
(주)삼정기업의 기업이윤은 사회환원을 통해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찬 눈동자에서
삼정기업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Educational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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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고와 실천적 능력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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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한국의 자부심을 세워가는 (주)삼정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한 정도경영으로 대한민국 일류기업이 되겠습니다
건설은 사람과 환경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4반세기를 이끌어온 기업

(주)삼정기업은 고객의 행복 추구를 위해 생활속에 자연의 건강함과 쾌적함을 도입하는 환경 친화적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주)삼정기업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리더이자 지역 최고의 건설업체라는 자부심과 명성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며, 

꾸준한 활동 영역 개척을 통해 풍요로운 인류의 미래를 건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에 대한 사랑 바로 (주)삼정기업의 기업이념이자 고객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32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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