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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평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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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서비
스를 창출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높여가고 있으며 2019년 전국 시공능력평가 50위를 달성하였
습니다. 금성백조는 외형에만 치중한 무리한 확장이 아닌, 안정적이며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
장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탄생한 예미지는 프리미엄 공동주택 문화를 선도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와 트렌드에 맞
춘 우수한 상품개발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전국 살기좋은 아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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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
택 품질검수 우수시공사 표창을 받으며, 전국적인 예미지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주)금성백조주택 대표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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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ST BEYOND
YOUR EXPECTATION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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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ROJEC T

BUILD UP
TOMORROW
금성백조는 다양한 시공경험,
차별화 된 기술력, 지속 성장
할 수 있는 무한한 역량을 바
탕으로 최고의 건설 프로젝
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09. Building 건축
33. Civil Engineering 토목
43. Housing 주택

Main Project 01

BUILDING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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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ROJECT 1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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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복합터미널

부평 광역우체국
물류센터

대전복합터미널 _ 2010. 03. ~ 2011. 12.
지하 2층, 지상 6층 / 연면적 : 115.299㎡
대전 지역 단일건축물 최대규모

인천 부평 광역우체국 _ 2010. 03. ~ 2012. 04.
지하 1층, 지상 3층 / 연면적 : 26,913.53㎡
2012 인천광역시 건축상 우수상,
2011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우수시공사업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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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ROJECT 1

BUILDING

경기 양주 서울우유 신공장 _ 2018. 07. ~ 2020. 05.
지상 5층, 8개동 / 연면적 : 64,218.23㎡
세계 최대 유가공시설

10

서울우유 신공장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플랜트

교육시설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2014. 05. ~ 2015. 10.
지상 4층 / 연면적 : 4,421.28㎡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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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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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대전권역 재활병원

구미도레이

의료시설

플랜트

5·6Line
9·10Line

7·8Line

11·12·13Line

대전 충남대학교 대전권역 재활병원 _ 2010. 04. ~ 2012. 08.
지하 3층, 지상 7층 / 연면적 : 40,725.36㎡

경북 구미 TORAY GK 5·6LINE PJ 건축공사 26,864㎡ / TORAY GK 7·8LINE PJ 건축공사 8,617㎡
경북 구미 TORAY GK 9·10LINE PJ 건축공사 11,194㎡ / TORAY GK 11·12·13LINE PJ 건축공사 2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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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료복합단

호텔ICC

의료시설

서울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 _ 2017. 11. ~ 2019. 12.
지하 2층, 지상 20층 / 연면적 : 52,221.98㎡

대전 호텔 ICC _ 2012. 03. ~ 2013. 03.
지하 2층, 지상 6층 / 연면적 : 23,4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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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대전예술가의 집 _ 2013. 01. ~ 2014. 12.
지하 1층, 지상 5층 / 연면적 : 9,133.22㎡
2015 대전광역시 건축상 금상

12

대전예술가의 집

에너지 경제연구원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경북 울산 에너지 경제연구원 신청사 _ 2013. 02. ~ 2014. 10.
지하 2층, 지상 7층 / 연면적 : 8,892.55㎡

19

MAIN PROJECT 1

BUILDING

대전 카이스트 학술문화창의관 신축 및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_ 2016. 10. ~ 2018. 03.
지하 1층, 지상 5층 / 연면적 : 18,587㎡

16

카이스트 학술문화창의관

배재대학교 하워드기념관

교육시설

교육시설

대전 배재대학교 하워드기념관

2009. 03. ~ 2010. 05.
지하 1층, 지상 5층 / 연면적 : 4,902.96㎡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21

세종충남대학병원
의료시설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정거장 4개소 _ 2005∼2007
(갑천역·반석역·월드컵경기장역·지족역)
지하 2∼지상 1층 4개 정거장 27,887㎡ 2007 우수시공 대통령 표창

대전 특허법원 _ 2000∼2003
지하 1∼지상 10층 10,677㎡ 2003 특허법원장 표창

대전 동구신청사 _ 2008. 10. ~ 2012. 04.
지하 2층∼지상 12층 / 연면적 : 35,781.60㎡

경기도 광명역 복합환승시설 _ 2012. 02. ~ 2013. 09.
지하 1층, 지상 2층 / 연면적 : 6,527.09㎡

세종 충남대병원 _ 2017. 05. ~ 2019. 10.
지하 3층 ~ 지상 11층 / 연면적 : 73,845㎡
500병상 규모

MAIN PROJECT 1

BUILDING

26

대전 CT 센터 _ 2009∼2010 지하 2∼지상 4층 / 17,153㎡

대전 죽동초등학교 지하 1∼지상 4층 10,029㎡ / 2016∼2017

충남 천안 쌍용고등학교 지하 1∼지상 4층 10,629㎡ / 2002∼2004

대전 보훈요양원 _ 2010∼2012 지하 1∼지상 4층 / 7,378㎡

경기 성남 판교 예미지빌딩
2012. 06. ∼2014. 07.
지하 5층, 지상 11층
연면적 12,849.18㎡

경기 성남 판교 골드타워

대전 탄방 예미지빌딩 금성백조 사옥
지하 3층, 지상 13층
연면적 13,635.31㎡
대전 ‘2009 민간 건축공사 우수공사장’

25

경기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외장공사 _ 2016∼2017 / 지하 1∼지상 3층 / 95,303㎡

경기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증축 공사 _ 2014∼2015 / 12개동 / 71,314㎡

경기 성남 분당 예미지빌딩

2007. 06. ~ 2010. 02.
지하 4층, 지상 12층
연면적 : 13,770.98㎡

부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외벽공사 _ 2013.01∼11 / 지하 1∼지상 2층, 23개동 / 4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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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주요 공사실적 현황

건축

주요 공사실적 현황

BUILDING
구분

공공시설

프로젝트명

2016

서울 경원선 월계역사

2015

경북 울산 에너지 경제연구원 신청사

2014

경기 광명역 복합환승시설

2013

대전 동구청사

2011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M시설

2010

대전 광석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2010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제1연구동 증축

2008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정거장 4개소(월평/노은/지족/반석)

2007

대전 중구청사 3별관동 증축

비고

구분

생산시설

프로젝트명
대전 동양강철 제3공장·제5공장 신축·증축공사

1995

대전 충남유리 문평공장 신축공사

1994

충남 논산 충남유리 연산공장 신축공사

1993

부산 대학교 약학대학 재건축
턴키 프로젝트

준공연도

2018

대전 죽동초등학교

2017

대전 카이스트 정문술 2관(양분순빌딩)

2017

세종 올망유 초등학교

2017

2007

세종 두루유 초등학교·고등학교

2017

대전 지능로봇 산업센터

2006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2015

대전 관저동사무소

2004

대전 배재대학교 종합연구강의동

2013

대전 중구청사 별관

2004

대전 흥도초등학교

2012

대전 서대전 역사

2004

대전 서남5중 외 1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2012

대전 세관청사

2004

대전 배재대학교 대덕산학협력관

2011

대전 특허법원

2003

충남 논산 건양대학교 체육관

2011

대전 고등지검청사

1998

대전 회덕2동청사

대전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기념관

1997

2010

대전 엑스포 북부소방서

1993

대전 배재대학교 하워드기념관

2010

서울 마포구 의회 의사당

1991

대전 대덕대 학생실습동 공장실습동 증축

2010

대전 선화동 우체국

1990

대전 카이스트 인터내셔널센터

2009

대전 중앙고등학교급식실·다목적강당 증축

2009

2007 우수시공 대통령 표창

교육시설

2021(예정)

부산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증축공사

2018

대전 용산초등학교

2007

경기 시흥 프리미엄 아웃렛 외장공사

2017

대전 한남대 사범대학 및 학생회관 증축

2006

경남 김해 이마트 공통 및 기타공사

2016

대전 신탄진 용정초등학교 증축

2004

경기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 증축공사

2015

충남 천안 쌍용고등학교

2004

부산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외벽공사

2013

대전 복합터미널
경기 양주 서울우유 신공장

서울 신이초등학교 신축 및 부지조성

2003

2012

‘2011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우수시공사업장
2012 인천광역시 건축상 우수상’

대전 동신고등학교 증축

2003

2011

대전지역 단일건축물 최대규모 (34,878평)

대전 보운초등학교 증축

2003

대전 국제학교

2003

대전 신탄진 평생학습 도서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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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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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2020(예정)

대전 카이스트 학술문화창의관 신축 및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인천 부평 광역우체국

생산시설

준공연도

대전 동부경찰서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

유통·
상업시설

BUILDING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BTL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2001 대전광역시 건축상 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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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건축

주요 공사실적 현황

BUILDING
구분

문화·복지시설

종교시설

프로젝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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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 성결교회

2012

대전 둔산제일교회성전

2011

대전 노은동 성당

2006

대전 한밭제일장로교회

2001

대전 갈마동 성당

2000

충남 논산수녀원

2000

충남 금산천주교회

1992

Main Project 02

CIVIL
ENGINEERING
토목

2000 대전광역시 건축상 동상

2020(예정)

대전 충남대학교 대전권역 재활병원

2012

대전 제2시립노인병원

2010

대전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2008

서울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

오피스·호텔

비고

대전 문화예술센터(예술가의 집)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의료시설

준공연도

202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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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신유성빌딩

1996

대전 유진호텔

1994

종합심사낙찰제

2009 대전광역시 건축공사 우수공사장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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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34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제3공구)
4차로 신설 연장(5.60KM), 터널(3.9KM), 교량 13개소(853M) / 2017∼2023

도로 / 교량

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안동방면) 2015 경북도지사 표창
5,090M(교량 252.7M 7개소,지하차도 510M 1개소) / 2013∼2014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포천간 (제4공구)
4차로 신설(4.62KM), 사장교(1,274M) / 2017∼2023

경부선 조치원∼부강간 내판구교 개량공사
내판 지하차도 신설(S.T.S공법) / 2016∼201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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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대전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부지조성 559,860㎡ / 2009∼2012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로(한빛대교) 턴키 프로젝트·국내 최초 3방향 케이블 사장교
5,090M(교량 252.7M 7개소,지하차도 510M 1개소) / 2013∼2014

CIVIL ENGINEERING
토목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 (제11공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금빛노을교 및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충남 태안 동평지구 단지조성 부지조성 150,067㎡ / 2012∼2014

단지 / 택지조성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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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공동주택
C-1

보령 예미지
1차(B3BL)

주민센터
(예정)

공동주택

근생시설
유치원
(예정)

A-1

보령 예미지
2차(B1BL)

공동주택

상업시설

B-2

단독주택

공동주택
B-4

준주거시설

보령해안경비
안전서(예정)

단독주택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 LH대행개발

충남 보령 명천지구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충청권 최초 공동택지개발(LH)

경기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부지조성(1공구)

충남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조성 LH대행개발

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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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주요 공사실적 현황

CIVIL ENGINEERING
구분

도로·교량

CIVIL ENGINEERING
토목

하천

금강 살리기 갑천3지구 생태하천 조성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
축제공 7,011M·호안공 8,209M 교량 2개소 / 2009∼2012

프로젝트명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제3공구)

2024(예정)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포천간(제4공구)

2024(예정)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제11공구)

2023(예정)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금빛노을교 및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2021(예정)

부산 외곽순환고속국도 10공구

2017

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안동방면)

2015

대전 신흥지하차도 건설공사

2015

대전 대청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2011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로(한빛대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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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부지조성(1공구)
경북 포항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공구) 상부기반시설

단지·
택지조성

하천

형산강 경주지구 하천개수
축제공 8,788M·호안공352M 교량 1개소 / 2005∼2012

준공연도

비고

턴키 프로젝트·확정가격 최상설계

2015 경상북도지사 표창

턴키 프로젝트·국내 최초 3방향 케이블 사장교

2019(예정)
2018

충남 보령 명천지구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2019(예정)

충남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조성

2019(예정)

LH대행개발

대구 연경 공공주택지구 조성(1공구)

2019(예정)

LH대행개발

충남 태안 동평지구 단지조성

2015

대전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2012

대전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2011

충남 천안백석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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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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주요 공사실적 현황

CIVIL ENGINEERING
구분

철도

상하수도

조경

프로젝트명

준공연도

경북 울산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2019

세종 경부선 조치원~ 부강간 내판구교 개량

2018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 평택구간(2공구)

2017

대전 도시철도 1호선 1-8공구

2005

충북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2단계)
진천계통 송수시설

2018

세종 미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019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하수관정비

2015

대전 하수관거 정비 1단계 ·2단계

2013

대전 대청중 야외학습장 조성

2018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6차 산업관 증축 및 조경

2017

대전 월드컵 보조경기장 리모델링 조경

2016

대전 유성명물문화공원 조성

2014

비고

Main Project 03

HOUSING
주택

환경플랜트

주요 공사실적 현황

ENVIRONMENTAL PLANT
구분

환경플랜트

프로젝트명

준공연도

비고

대전 한국수력원자력 연구시설 1단계 지열 히트 펌프시스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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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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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주택

New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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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4 블록

M3 블록

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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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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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세종 4-2생활권 P1(L1·L2블록) 금성백조·한신공영 _ 846세대 2018 LH 공동개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 전 세대 청약 1순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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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ING

주택

Apartment

강원 속초 조양3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LH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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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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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주택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es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도시철도 구래역 예미지 _ 779세대
전 세대 청약 1순위 마감·최고 청약경쟁률 110.8:1(오피스텔 84㎡)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7블록 동탄역 예미지 3차 _ 918세대
전 세대 청약 1순위 마감·최고 청약경쟁률 152.4:1(101㎡) / 평균 청약경쟁률 106:1, 2018 상반기 수도권 최고 경쟁률 기록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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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HOUSING

주택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es

김포 한강신도시 도시철도 구래역 애비뉴스완 _ 174호

상업시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7블록 동탄역 애비뉴스완 _ 182호

MAIN PROJECT 3

HOUSING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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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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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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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 명천택지개발지구 B3블록 예미지 _ 480세대

HOUSING

주택

Apartment

보령시 최초 전 세대 순위 내 청약마감

충남 보령 명천택지개발지구 B1블록 예미지 _ 517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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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요 공사실적 현황

HOUSING
구분

프로젝트명

세대수

비고

인천 검단지구 AB3-2블록 예미지

1,229

2020 분양예정

인천 검단지구 AA11블록 예미지

1,249

대구 연경지구 C3블록 예미지
세종 4-1생활권 P3(M3·L4블록) 세종 더샵 예미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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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도안신도시 7단지 예미지

경남 삼천포 예미지(재건축) _ 617세대

주택

주상복합

Reconstruction Project

상업시설

도시정비사업
민관 공동개발
뉴스테이

도급사업

대전 도마변동1 예미지(주택재개발) _ 1,803세대 2020년 분양예정

2014 한경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2015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우수시공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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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노은1지구 금성백조 아파트

646

대전 송촌지구 선비마을 3단지 금성백조 아파트

HOUSING

711

1,872

대구 테크노폴리스 RC블록 예미지 & 애비뉴스완

894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7블록 동탄역 예미지 3차 & 애비뉴스완

918

김포 한강신도시 도시철도 구래역 예미지 & 애비뉴스완

779

2006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2000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2020 분양예정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애비뉴스완 & 오피스텔 486실

분양예정

(관평동 1356)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애비뉴스완 & 오피스텔 324실

분양예정

(관평동 1345)

경남 삼천포 예미지(재건축)
대전 도마변동1 예미지(주택재개발)
세종 4-2생활권 P1(L1·L2블록) 금성백조·한신공영

617
1,803
846

2021 분양예정
2018 LH 공동개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김포 한강신도시 예미지 뉴스테이

1,770

LH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1차 공모심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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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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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PHILOSOPHY

58

경영이념

WORLD’S BEST
AND
MOST RELIABLE
DEVELOPER &
CONTRACTOR

주요신인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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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영

재무구조 최상위 건설사 7년 연속 신용등급 A

기술경영

기술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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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평가 A+
·2019 ~ 2013 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 A
·2018 NICE 신용평가정보 기업신용평가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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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경영

2015ㆍ2014 국토교통부 건설사 평가 2년 연속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내실경영

내실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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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사 중 최상위 평가
·삼성물산(대기업), 금성백조주택(중견기업) 99점 최고점 기록
·전체 대상업체 상위 0.1%

세계경영

세계경영

글로벌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다.

나눔경영

나눔경영

나눔과 상생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013 건설협력증진대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력증진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기여 표창

재무구조
최상위
건설회사
금성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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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1999 _ 주택건설의날 동탑산업훈장

60

2007 _ 납세자의날 대통령표창

2013 _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2014 _ 국민훈장 목련장

2015 _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2017 _ 나눔실천 유공자포상 국무총리 표창

연혁

1980~1990s

2000s

2010s

2015~현재

창립·확장기 _ 사업기반 마련

성장기 _ 우량 건설회사로 신인도 제고

혁신기 _ 건설문화를 선도하는 리더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도약기

·대한민국 정부 동탑산업훈장 수훈(’99)

·대전 탄방동 신사옥 이전(’09)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 민간공모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14)

·전국 시공능력평가 50위(’19)

·대전 지하철1호선 1-8공구(’97)

·다우종합건설㈜ 인수(’08)

·대전 문화예술센터 준공(대전광역시 건축상 금상, ’14)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평가 A+(’19)

·건설교통부장관 표창(’95)

·제12회 전국 살기좋은아파트 대상 국무총리상(’08)
(대덕테크노밸리 7·8단지 _ ’07년 준공 919세대)

·2014 한경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14)
(동탄2 신도시 시범예미지 _ ’14년 준공 485세대)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 수주(’18)

·대전 하수관거정비 BTL 1단계(’08)

·국민훈장 목련장(대통령)(’14)

·대전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07)

·대한건설협회 윤리경영대상 대기업 우수상(’14)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금빛노을교 및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수주(’17)

·제10회 전국 살기좋은아파트 우수상(’06)
(노은2지구 반석마을 5단지 _ ’05년 준공 536세대)

·세종2-2생활권 P4(672세대) 설계공모 당선(’13)

·2017 나눔실천 유공자포상 국무총리 표창(’17)
·세종4-1생활권 P3(1,904세대) 설계공모 당선(’16)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등급 AAA 인증(’03)

·제17회 전국 살기좋은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13)
(도안 13단지 예미지 _ ’13년 준공 645세대)

·대한주택보증 신용평가등급 A+인증(’03)

·건설협력증진대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13)

·경남 사천동금 재건축(617세대) 시공사 선정(’15)

·예미지 브랜드 런칭(’02)

·배재대학교 하워드기념관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11)

·제19회 전국 살기좋은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15)
(도안 7단지 예미지 _ ’14년 준공 1,102세대)

·대전복합터미널 준공(대전 단일 건축물 최대 규모, ’11)

·충남 보령 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4,727세대) 시행(’15)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제10공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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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2공구(’11)

·황해포승산업단지 조성공사 수주(168만㎡)(’15)

·대전 하수관거정비 BTL 2단계(’10)

·2015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우수시공사 표창(’15)
(동탄2 신도시 시범예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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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00)
(송촌지구 선비마을 3단지 _ ’99년 준공 1,872세대)

·㈜금성백조주택 창립(’81)

·대전 특허법원청사 준공(’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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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합의료복합단지 수주(’17)

·대전 도마변동1 재개발(1,803세대) 시공사 선정(’16)

·국토교통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최고점(’1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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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S

62

2015

2008

제19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제12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대상 국무총리상

도안 7단지 예미지 (1,102세대)

대덕테크노밸리 7·8단지 예미지 (919세대)

상급

종합

신청사

단지명

대통령상

금성백조주택

대전 도안7 예미지‘백조의 호수’

국무총리상

삼정

부산 신(新)화명 동원역 삼정그린코아

특별상

근화건설

목포 근화 옥암베아채

삼성물산

부산 래미안해운대

우미건설

광주전남 혁신도시 우미린

대우건설

관악파크 푸르지오

GS건설

용인 광교산 자이

최우수상
일반 대형
아파트 업체
우수상

2006

AWARDS _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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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매일경제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2회 수상
국무총리상 1회 수상
우수상 2회 수상

2013
제17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도안 13단지 예미지 (645세대)
상급

종합

일반 대형
아파트 업체

신청사

단지명

대통령상

금성백조주택

대전 도안13 예미지

국무총리상

삼성물산

래미안 광교

특별상

이지건설

봉선주월 이지더원

최우수상

포스코건설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

현대건설

이수 힐스테이트

두산건설

명지위브 포세이돈

우수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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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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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RDS _ 2
40년 간 축적된 기술력과
시공능력으로 쌓아온 빛나는 영예

2019 - 2012

동탄2신도시 시범예미지 1차

2015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우수시공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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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경제 [한경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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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2011. 10.

한국 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 부문 우수상

2000 - 1993
2000. 07.	제4회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배재대학교 하워드 기념관)

송촌 선비마을 3단지 금성백조 (국토해양부·매일경제)

2011. 10.

4대강 살리기 사업 공로 표창 (대통령)

1999. 12.

동탑산업훈장 (대통령)

2011. 01.

자원봉사 우수 기업 인증 (대전광역시)

1999. 10.

생산성 경영자 대상 (한국생산성학회)

1999. 07.

국가유공자 주거개선 기여 대통령표창 (대통령)

2009. 06.	제31회 환경의 날 환경대상, 환경보전 및
쾌적한 대전 조성 기여 공로패 (대전광역시)

1997. 06.	주택사업지원 및 국가사회발전 기여
국무총리 표창 (국무총리)

2009. 02.	제1회 대전광역시 우수조경상 최우수상
대덕테크노밸리 7·8단지 예미지 (대전광역시)

199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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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 공로패
(대한주택건설협회)

1995. 08.

국가유공자 주택지원사업 기여 표창 (건설교통부)

1993. 12.

건전한 납세풍토조성 기여 표창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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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 배움지원
Scholarship Donation

SOCIAL RESPONSIBILIT Y

SOCIAL
RESPONSIBILITY
KSBJ
81. Scholarship Donation
희망교육 배움지원
82. Support for Arts, Sports and Culture
문화예술 나눔이
83. Residence Repair for National Merit
주거개선 지킴이
84. Social Contribution
행복드림 공익활동
85. Charity Event 큰사랑 복지사업
86. Media Articles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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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RESPONSIBILITY

·대전시티즌 후원
·세계조리사대회 후원
·국제푸드&와인 페스티벌 후원
·독도알리기 벽화제작 후원

대전시티즌 발전기금 및 후원협약식

SUPPORT FOR ARTS, SPORTS AND CULTURE

82

문화예술 나눔이

주거개선 지킴이

Support for Arts, Sports and Culture

Residence Repair for National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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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사업 (’94~현재)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

·국가유공자 대상 26년간 총 55세대 보수완료

79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CONTRIBUTION

·법무보호복지공단 후원
·대전광역시 개발위원회 후원
·한국 다문화가족 정책연구원 후원
·존경배려 나눔회 후원

대전개발위원회 지역발전기금

(사)한국다문화연구원 기금

84

행복드림 공익활동

큰사랑 복지사업

Social Contribution

Charity Event

·세계 물의날, 아프리카 우물만들기 후원
·유엔 환경계획 행사 후원
·국제휴먼클럽 후원
·푸른대전 가꾸기 3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메르스 의료지원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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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천1동 CPTED 사업 준공식

청년희망펀드 기탁

·대전지역 3개 복지시설지원 (’81~현재)
·평화의마을, 성심보육원, 성애요양원 연계 활동
·사랑의 연탄 기증
·복지만두레 후원 (’04~현재)

희망 2019 나눔캠페인

희망 2018 나눔캠페인

·선아복지재단 후원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 후원
·새터민 후원
·지역복지시설 소방장비 후원

희망 2017 나눔캠페인

81

·독거노인 및 저소득 소외계층 김장 대봉사
·쪽방촌 생필품 나눔지원
·러브릴레이 100인의 기적 정기후원
·사랑의 온도탑 임직원 후원 및 사내 상시 모금활동 등

한밭나눔대축제

복지만두레 지정기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