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풍부한 경험, 확실한 성공노하우

서희건설은 믿을 수 있죠

사업의 안정적 지원 및 추진

■   모두가 인정하는 서희건설만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경험과 노하우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합을 적극 지원합니다.

■ 조합운영자금은 공신력있는 신탁사에 맡겨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  착공 후 빠른 진행과 각종 사업비 절감을 위해 80% 조합원 모집 후 착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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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강화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사랑하는 서희가족 여러분!  

올해는 우리 서희그룹이 창립된 지 35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창립 이

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IMF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유럽발 금융위기 등 

대형 악재로 인해 수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IMF사태 당시 국내 여러 재벌과 기업들이 도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서도 우리 서희그룹은 꿋꿋이 극복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현실의 환경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얼마

나 땀을 흘릴 것인가”하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땀을 흘리기 위한 의지

는 신이 준 가장 소중한 사명이며, 사람답게 사는 보람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100% 만족이 있는 날, 인간은 삶의 방향과 꿈을 잃고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이자 법률가인 ‘카를 힐티(Carl Hilty)’는 “인간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는 “당신이 당신의 일에 애정을 느끼고 그 일이 당신을 

즐겁게 해 준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임직원들은 그동안 이런 인식 아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위기의식

과 새로운 혁신적 마인드로 어제와 다른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역시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은 그동안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혁신적인 일을 해나갈 뿐입니다. 서희그룹의 

가장 큰 자산이라면 창사 이래 지금까지 겉치레 없는 내실경영과 35년간 모든 

풍파를 헤치고 역경을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바쳐 

열심히 일한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서희인이라는 자부심과 

회사의 발전이 곧 나의 성장이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목표를 향해 힘

차게 전진한다면 어떤 변화에도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서희가족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성장을 위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

다. 올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

떠한 고난도 극복하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해결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서희가족 모두가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좀 더 노력하여 성장

의 기쁨과 성공의 과실을 함께 나누며 다같이 행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밝은 미래를 위한 
노력으로 
성장의 기쁨을 
나눕시다

회장  이 봉 관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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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4일, 이봉관 회장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나사렛대학

교(총장 임승안) 나사렛관 패치홀에서 명예재활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는 나사렛대학교 임승안 총장을 비롯해 

김영수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총회감독, 이영식 학교법인나사

렛학원 이사장, 증경감독 김영배, 증경목사 류두현 내외 귀빈과 교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갖고 

이봉관 회장에게 명예재활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나사렛대학교

의 임승안 총장은 “이번 학위 수여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대한

민국 기독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기독교 가치관인 이웃사랑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해 재활복지 부분

에 특화된 나사렛대학교의 대표 학위 중 하나인 명예재활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명예박사 학위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명예 재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은 

서희건설 창립 이래 40여 개의 대형교회 건축을 통해 우리나라 기

독교계에 큰 공헌을 해왔으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 

및 대학교 시설 건축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또

한, 지난 2016년과 2017년 연이어 발생한 경주 및 포항 지진 당시 

각각 2억 원의 성금기탁을 통해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고, 건

설업의 특성을 살린 구호활동과 건설전문봉사단 운영 등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공익에 기여해 왔다. 한편, 이날 명예 박사 

학위 수여식에서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41년 간의 목회사역을 

마치고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는 현해춘 등마루교회 원로 목사에게

도 명예 신학학 박사 학위가 수여됐다.

나사렛대학교 

명예재활학박사 학위 수여

서희 35주년 

이순필 권사 15주기 음악회

고 이순필 권사의 제15주기를 기리는 추도식이 5월 12일, 잠실 롯데

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이번 추도식은 올해로 서희그

룹 창립 35주년을 맞아 더욱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 이날 추도식에

는 서희건설 전속모델 한고은과 탤런트 견미리, 평소 고 이순필 권

사와 가까이 지냈던 지인 분과 청운교회 교인이 함께 자리하였다. 

1부에서 한인욱 목사 예배인도로 이필산 목사의 대표기도와 명성교

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설교말씀이 있었다. 이어 이봉관 회장의 경

영활동 모습과 이순필 권사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 상영과 이봉관 

회장의 인사말씀이 이어졌고, 정영환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2부 공연에서는 이봉관 회장이 직접 사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이순

필 권사와 함께 즐겨 불렀던 찬송가와 노래에 담긴 사연을 소개하

는 추도 음악회가 열렸다. 걸그룹 아모르의 ‘뿌시베이비’를 시작으

로 이봉관 회장의 큰 손녀 박서연 양이 할머니께 올리는 편지낭독

과 아이유의 ‘밤편지’를 독창했다. 이후 할렐루야 성가대중창단, 명

성교회의 4중창과 8중창, 이강윤과 오희진, 성악가 유정필과 팝페

라 가수 한가영의 공연이 있었다. 또한 김삼환 목사 가족이 무대에 

올라 ‘섬마을 선생님’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불러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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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MNC Group 및 Lido Smart City 현지 답사

2017년 9월 24일부터 27일, 3박 4일간 이봉관 회장이 인도네

시아 출장을 다녀왔다. 첫 일정으로 Lido Smart City 프로젝

트 현장을 방문하였다. Lido Smart City 프로젝트는 인도네

시아 자카르타 보고르 지역의 3,000만㎡를 신도시 형태로 개

발하는 프로젝트로,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 세계적인 체류

형 휴양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서희건설

은 이번 프로젝트 중 리조트 단지 내 중산층 대상의 약 5,000

세대 주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번 출장을 진행하게 되었

다. 한편 같은 날 저녁에는 MNC Group 본사를 방문해 Hary 

Tanoesoedibjo 회장과 면담 및 만찬에 참석하였다. 만찬에서

는 MNC Group과 서희그룹을 소개하는 영상을 각각 시청하

며 상호간에 업무 영역과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2017년 5월 13일, 이봉관 회장은 고향인 경주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내남초등학교에서 ‘지진피해공포 위로행사’를 개최했다. 경주 

내남면 출신인 이봉관 회장은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지진발생 

이후 수십 차례 여진으로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트라우마, trauma)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고향주민들을 위로하기 위

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8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본 행사에서

는 경주지역 산간벽지 마을주민들을 초청하여 배우 한고은 씨, 국내 

정상급 성악가인 테너 유정필 교수와 소프라노 한가영 교수 등 다채

로운 공연 외에도 음식과 선물을 제공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서희

건설 이봉관 회장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

고 성장하는 것이 경영인으로서의 의무”라며, “앞으로도 본인의 원칙

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경영의 실천과 사회공

헌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지진피해 공포 

주민 위로행사 개최

여주 유휴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7년 7월 26일, 서희그룹은 여주시청에서 ‘여주시 유휴부지 내 신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태양광 발

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

선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에는 서희건설은 발전소 건설을 맡아 공

사를 진행하며, 서부발전과 함께 서희그룹의 계열사인 유성티엔에스

가 공동으로 발전소 운영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식에

서 이봉관 회장은 “청정에너지 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

역경제 활성화와 빛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여주시가 우리나라를 대

표하는 청정에너지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고 생각한다.”며,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힘을 모아 주민참여형 신재생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 경희인의 밤

2017년 11월 23일, 경희대총동문회 행사인 ‘2017 경희

인의 밤’이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성황

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

롯한 박영선 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

위의장, 신동근 의원 등 동문 국회의원, 조인원 모교 

총장 등 1,000여 명의 경희대 동문들이 참석했다. 동

문 부부이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공동 명

의로 축하 화환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

사에서 동문회 명예회장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동문 대통령이 탄생하도록 5년 전 대선 때부터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모든 동문들이 성원해 주셔서 매우 

기쁘다.”고 인사말씀을 전했다.



Bri e f ing

2018년 시무식 개최

2018년 1월 2일, 서희그룹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이봉관 회장은 신년사

를 통해 “올해는 서희건설이 창립된 지 35년째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국내외의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서희그룹은 꾸준한 성장을 이뤄왔다,”며, 서희그룹이 걸어온 길을 되짚었다. 이어 서희그룹의 성장은 임직

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올 한해도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는 서희건설의 전속광고모델인 한고은 씨가 참석해 임직원들에게 새해인사를 전했으며, 성악가 류정필 교수, 팝페라 가

수 한가영 교수 등 다양한 공연 및 행사가 진행됐다.

2017년 12월 22일, 서희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오남

신도시 지역주택조합과 사업약정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추

진에 나섰다. 이날 조인식에는 시공사인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

과 사업 주체인 양지5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지주협

의회)의 최명수 추진위원장, 업무대행사인 (주)동천디앤씨의 정성

수 회장과 김경주 대표이사가 참석해 사업의 성공을 다짐하며 조

인식을 가졌다. 총 3개 단지로 이루어지는 ‘오남신도시 서희스타힐

스’(가칭)는 약 5,000여 세대의 초대형 규모로 들어서 미니신도시급 

단지로 서희건설이 참여한 아파트 사업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

다. 이날 조인식에서 이봉관 회장은 "서희건설이 아파트 사업에 진

출한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인 ‘오남신도시 서희스타힐스(가

칭)’의 시공예정사로서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서희건설이 

쌓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 집 마련을 원

하는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미니신도시급 5천 세대 규모 

서희스타힐스 타운 조성

나사렛대 명사 초청 특강

2018년 4월 23일, 이봉관 회장이 나사렛대학교에서 ‘명사초

청 특강’을 진행했다. ‘CEO의 기도’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특

강에는 30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봉관 회장은 특강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고난의 삶을 선택한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사랑하

셨다”며,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역시 사랑하

시며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과 맞추고 계획해 나아갈 

때 하나님 역시 우리를 돕고 역사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봉관 회장은 대한민국 기독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기독교 가치관인 이웃사랑을 실

천한 공로를 인정해 지난 3월 14일 나사렛대학교에서 명예재

활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방송 출연

2018년 4월 19일, 이봉관 회장은 기독교 케이블TV ‘C채널 매거진 굿데이’ 프로그램에 나사렛대학교 임승안 총장과 함께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봉관 회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서 “교회 건축은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이라 밝히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기업에 담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했다. 또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유도 전부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사

람들을 보내주신 은혜 덕분”이라고 전했다. 



제21회 매경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수상   

2017년 8월 8일, 서희건설이 매일경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21회 살기좋은 아

파트 시상식에서 일반아파트 중견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단지는 김해 

장유 서희스타힐스로 김해지역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관광유통단지를 배후에 둔 미래가치

가 뛰어난 아파트 단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입주민 생활을 세심하게 배려한 설계 및 

공사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임에도 안전성을 확보한 점과 뛰어난 생활인프라, 미래가치 등

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포항 지진피해복구 성금 2억 원 기탁   

서희건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역 지진피해 복구지원을 돕기 위해 총 2억 원

을 포항시에 전달했다. 2017년 11월 23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성금전달식에는 서희건설 이

봉관 회장을 대신하여 포항사업소 김재일 사장이 참석해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의 빠른 재난복구지원을 위한 성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서희건설은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때도 불안에 떠는 경주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더불어 

사는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자 2억 원을 성금으로 기탁한 바 있다.  

국내 최초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플랫폼 런칭    

서희건설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사업 정보공개 플랫폼 ‘서

희GO집(www.go-zip.kr)’을 구축, 오픈했다. ‘서희GO집’은 분양률에 해당하는 조합원 가입

률과 사업의 안전성을 가늠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토지확보율을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저렴하게 내 집 장만을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GO집’ 사이트에 방문하여 관

심사업지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지역주택조

합 사업지를 추천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파트너사 본사 방문    

2018년 2월 27일, 인도네시아 미디어 그룹인 MNC와 국영기업인 Patra Jasa, Wika Realty

의 대표이사 외 임원진 15명이 서희건설 본사를 방문했다. 서희건설에서는 개발5본부 해외

사업개발팀이 참석하였다. 이날 방문에서는 서희건설의 규모 및 공사실적을 공유하고 스마

트 아파트 시스템을 소개하는 등 인도네시아 파트너사에게 서희건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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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운교회 새가족 환영회

2017년 12월 2일, 서희타워 지하 1층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운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송년회 겸 새가족 환영

회’가 열렸다. 1부 예배에서는 청운교회 새가족 환영과 새신자

를 교회로 인도한 분들의 전도상 시상이 있었다. 2부 순서에는 

유정필·한가영 교수의 성악 및 걸그룹 ‘아모르’의 댄스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할렐루야 찬양대와 새가족을 위해 이봉관 회

장의 소고기 무한리필 만찬이 이어졌으며, 참석자 모두에게 

선물을 증정하며 환영회를 마쳤다. 한편 이봉관 회장은 지난  

1년간 116명을 전도했고, 올해는 15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KLPGA 신성 박소현2 프로 

후원 계약

2017년 11월 13일, 서희건설은 사옥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 박소현2(22) 프로를 후원하는 연간협찬 조인식을 가졌

다. 이름 옆에 숫자가 붙는 이유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원칙을 

따른 것이다. 협회에서는 선수 검색 시 동일이름이 나오는 경우 숫

자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박소현2 프로는 2014년 KLPGA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며 본격적인 프로골퍼 생활을 시작했으며, 특유의 아

이언샷으로 2017년 드림투어 14차전에서 준우승을 기록하는 등 꾸

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선수다. 스크린 골프대회인 WGTOUR에

서도 현재 상금랭킹 14위에 올라 있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유망

주다. 서희건설은 박소현2 프로가 세계적인 골프선수가 되도록 오

는 2019년까지 지속적인 후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희건설 이봉

관 회장은 “장래가 촉망되는 박소현2 프로를 후원하게 되어 기쁘

게 생각한다.”며, “박소현2 프로와 같이 골프 유망주를 지원해 세계

적인 골프선수로 육성하여 한국 여자골프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

다.”고 밝혔다. 



Special Interview

어려운 때일수록 
커지는 
희망의 크기
나사렛대학교 임승안 총장 

꿈 없던 어린 시절, 지금은 꿈 부자

어렸을 때 임승안 총장은 꿈이 없었다. ‘꿈이 무어냐?’고 묻는 이도 없었고, 스스로 꿈

을 품어본 기억도 없다. 꿈을 담을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을 만큼 가난했던 까닭이다. 

“9남매에 7살 때 어머니까지 여의다보니 생활이 팍팍했어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부터 어딜 가든 책은 꼭 끼고 다녔던 걸 보면 겉으로 꺼내놓진 못해도 무의식적으로 

공부하는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요즘도 침대에 들 때

면 성경을 포함해 두세 권의 책은 꼭 챙깁니다.”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공부의 꿈은 그가 일궈낸 3개의 석사학위와 1개의 박사학

위만 봐도 알 수 있다. 나사렛대학교 71학번으로 신학에 입문한 임 총장은 숭실대에서 

철학과 영어영문학을 공부하고 영어영문학 학사로 졸업했다. 이후 숭실대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데 이어 미국 캔자스 나사렛대학교 대학원과 예일대학교 대

학원에서 각각 신학 석사학위를 추가했다. “1994년 나사렛대학교 전임강사로 시작해 

4, 5대 총장 역임 후 2016년 3월부터 제7대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세 번이나 

총장직을 맡겨주셔서 감사하지만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에게 신앙과 용기 그

리고 꿈을 심어주라는 뜻인 것 같아 책임감도 묵직했고요. 무엇보다 학교가 재정적으

로 위기에 처해있을 때 운영을 맡아 부담감이 컸어요.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이등병

71학번으로 나사렛대학교에 

입학해 크고 작은 보직을 거쳐 

4, 5대에 이어 7대 총장에 

취임함으로써 나사렛대학교 

총장만 세 번째인 임승안 

총장. 그는 나사렛대학교와 

거듭되는 인연의 뜻이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에게 신앙과 용기 

그리고 꿈을 심어주는 데 

있다고 믿는다.  
글 민경미  사진 박순재 스튜디오 큐브

이자 장군과 같은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임 총장은 부임 후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게 되살림은 

물론 대학기관인증평가 최우수 대학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

해에는 부임 1년 만에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 2차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완전 해

제’라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대학기관인증평가 대학경영부문 재활복지특성화 우수

사례 대학’에 선정되었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실태평가 6회 연속 최우수대학’에 선

정되는 쾌거도 보탰다.

10년 전 서희건설이 베푼 감동, 더 각별한 인연으로 

임 총장이 오래전 서희건설과의 인연을 떠올린 건 나사렛대학교가 직면한 위기상황

을 이렇듯 하나둘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였다. “10년 전이니 제가 나사렛대학교 4대 

총장으로 재직 중일 때 일입니다. 당시 나사렛대학교는 일취월장하던 때로 외적인 

성장을 위해 정원을 늘렸는데요. 증가한 학생 수에 맞추어 교수진 확충과 강의 공간 

확장이 병행되어야 했죠. 그런데 입찰과 설계일정을 감안하니 이듬해 새 학기 수업

을 시작하기까지 건물을 지을 시간이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더군요. 

임승안 총장 

1952 경기도 이천 출생

1980 숭실대학교 영문학전공, 철학부전공

1982 한국 나사렛신학교 졸업(Diploma)

1982 숭실대학교 대학원 영문학석사

1987 Nazarene Theological Seminary(목회학 석사, 미국)

1992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석사(S.T.M.)

1994 드루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Ph. D.)

1994 나사렛대학교 교수

1999 남서울 나사렛교회 목사

2005 제4, 5대 나사렛대학교 총장

2014 아시아태평양 나사렛신학대학원 총장(필리핀)

2016 현 7대 나사렛대학교 총장

2017 대전세종충남지역 총장협의회 공동회장

2018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 회장

그 짧은 기간 안에 5,000평에 이르는 건물의 공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건설사가 없

어 난감하던 차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님이 선뜻 공사를 맡아주신 덕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요.”

지난 3월 14일 나사렛대학교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 수여한 명예재활학박사 

학위는 10년 전 서희건설이 나사렛대학교에 선사한 감동이 모티브가 된 것. 여기

에 사회 전반에 걸친 이 회장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기독교 가치관인 이웃사랑

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해 재활복지부문에 특화된 나사렛대학교의 대표 학위 중 하

나인 명예재활학박사 학위를 수여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임 총장과 이 회장은 최근 기독교방송인 채널C에 동반 출연해 명예 

재활학박사 학위 수여 배경과 함께 나사렛대학교와 서희건설의 비전을 이야기하

는 등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굳건한 신앙을 토대로 10년 전의 미담

을 이을 또 한 번의 아름다운 인연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터. 그래서일까. 

자리를 뜨기 전 서희건설 임직원에게 건네는 임 총장의 당부에 진심어린 애정이 

가득 담겨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건설 분야는 특히나 어렵다고 들었습

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희망의 크기는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서희인이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방송인 채널C에 동반 출연해 인터뷰 중인  

임승안 총장과 이봉관 회장



‘사람’을 
생각한 공간,

광주의 
랜드마크로 
우뚝 서다  

광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관문, 북구 각화동에 

하늘과 맞닿은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섰다. 광주에선 

가히 최고층이라 할 만한 35층 

높이의 서희스타힐스 휴먼파크가 

그 주인공이다. 가성비 ‘갑’에 

편리한 교통, 사철 푸른 주변경관은 

삶의 질을 따지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주거환경이다. 
글 임지영  사진 박순재 스튜디오 큐브

광주 서희스타힐스 휴먼파크는?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311번지

구성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7개동, 오피스텔 1개동 

면적 대지면적 35,162㎡, 건축면적 약 5,140㎡

규모 1,050세대, 상가 및 오피스텔 포함 1,288대 주차 가능    

시행사 휴먼파크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광주 서희스타힐스 

휴먼파크  

서희 명작을 찾아서



지난해 12월 입주가 시작된 서희스타힐스 휴먼파크는 광주 최초로 선보인 35층 초고층 타워로 똑똑한 

‘가성비’로 분양 당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휴먼파크’라는 이름 그대로 입주민 위주로 

설계된 단지는 최신 건축방식인 포베이(4Bay)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채광률을 높이고 조망권을 확보하는 

한편, 확장형 설계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웰빙 트렌드에 발맞추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점 등 입주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도 돋보인다. 

서희스타힐스 휴먼파크는 시원하게 수직

성을 강조한 외관이 돋보인다. 북구 각화

동이 다른 지역에서 광주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광주의 ‘관문’이라는 

점을 인식, 랜드마크로서 현대적 이미지

를 주기 위해서다.

4년 전 원 설계는 입주민들의 호응도 조

사를 통해 3~4차례 수정을 거쳐 지금의 

시원하게 쭉 뻗은 랜드마크형 설계로 재

탄생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이끈 광주 각화동 지역

주택조합의 최준혁 소장은 “광주 지역에 

첫 시행하는 아파트인데다 장기적으로는 

7차까지 예정된 사업이라 심적 부담이 컸

는데 큰 과오 없이 계획대로 무사 완공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힌다. 

35층 높이는 아파트로서는 광주에서 최

고층이다. 

서희스타힐스 휴먼파크 전동은 남향, 남동향으로 설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방들도 다 남향으로 조망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휴먼파크

에서 시원한 바람과 따스한 햇볕은 프리미엄 층의 권리가 아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이와 함께 단지 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 주차

공간까지 유동적으로 연결하는 조경공간을 확충해 녹지비율을 극대화했다. 피트니스센터와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등 입주

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다양한 부대복리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복합단지 내 ‘원스톱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무작정 세대수만 늘리지 않고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충분한 인동간격도 확보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제한을 받지만, 상업지역이라 

용적률 제한에서도 자유롭다. “용적률이 340% 가까이 됩니다. 주거환경의 질을 꼼꼼히 따지는 입주민들도 만족할 만한 공간감이죠.” 

Special Point 1 

수직성을 
강조한 
랜드마크형 
설계

Special Point 2 

공간 속 
사람을 생각한 
‘인간중심’의 
아파트 

서희스타힐스 휴먼파크는 

이름 그대로 이곳에서 

생활하게 될 입주민 위주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단지 내 쾌적한 환경 조성은 

물론, 모든 방들도 남향으로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광 주  서 희 스 타 힐 스  휴 먼 파 크 만 의  특 별 한  가 치

� 서희 명작을 찾아서



“부지가 위치한 각화동은 대구나 부산, 지리산 쪽에서 광주로 들어

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광주 북동지역의 랜드마크

라고 할까요?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해 수직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했

습니다. 퇴직 후 이곳에서 노년을 설계하시는 분들을 고려했고, 조

합원이 주인이 되어 집을 짓는 것이니만큼 싸게 좋은 집을 공급하

는데도 주력했죠. 덕분에 광역시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해 주변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에코 프렌들리’ 아파트가 탄생하게 되었

습니다. 설계부터 완공까지 녹록치만은 않았던 과정을 함께 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미 니  인 터 뷰

●

입지 여건도 뛰어나다. 제2순환도로를 통한 호남고속도로와 문흥 JC, 동광주 IC로의 진출이 용이하다. 

입주민 중 광주-담양 간을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점이다. 홈

플러스, 농수산물도매시장, 광주화물터미널, 무등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병풍처럼 아

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의 광주호, 소쇄원, 식영정 등 가사문화권과 어우러진 자연환경도 크나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아파트 전방에는 2014년 광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민주인권평화센터가 대규모 공

원 형태로 건립될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개발 호재 또한 풍부하다. 인근에 공원이 개발되면 그렇지 않

아도 녹지가 풍부한 주변 경관이 더욱 푸르러질 전망이다. 

“광주 시민의 경우 주거환경의 질을 까다롭게 따지는 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입주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지

를 제일 많이 고려했습니다.” 조합의 해법은 ‘단열’이었다. 설계와 건축이야 완공과 함께 종료되는 문제라지

만, 단열은 추후에도 언제든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만약 멋진 외관과 세련된 인테리어, 편리한 

교통에 반해 살기로 결심했는데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에 결로가 생긴다면 그거야말로 처치곤란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단열 공사에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덕분에 여름엔 바람이 많이 들고 겨울엔 반대로 

햇볕이 많이 드는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Special Point 3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주거공간

Special Point 4 

사통팔달(四通八達) 

교통의 요지에 위치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라 자부합니다”

최준혁  현장소장

서희 명작을 찾아서



지금 현장에서는지금 현장에서는
 

김해 삼계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서희건설이 장유, 율하에 이어 김해에서만 3번째로 짓

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그동안의 노하우와 품질이 집약되었다는 평가와 더불어 분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착공 전 조합원 모집 100%라는 흥행기록이 그 증거다. 

김해 삼계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이렇듯 큰 관심과 호응을 불러 모은 건 시공사인 서희건

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호재가 뒷받침된 덕분이다. 우선 김해 삼계 지역주택조

합아파트는 호남고속도로와 부산외곽순환도로가 교차하는 서부경남의 교통요지로서 김

해는 물론이고 마산, 창원, 부산 등 인근 산업도시와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16개동 1,123세대의 대단지인 김해 삼계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이러한 인프라와 잘 어우

러질 수 있도록 단지 설계부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이 되게끔 조

망권에 각별히 신경 썼고, 외관의 마감과 색채를 선정할 때도 주변 아파트 단지와 자연경

관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죠. 또 각 동을 탑상형으로 배치함으로써 완공 후 다이

내믹한 스카이라인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시공사로서 서희건설의 신뢰도가 지역을 막론하고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남 김해시에서는 이미 입주까지 마친 장유, 율하에 이어 삼계, 부곡에도 서희건설의 이름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중에서도 현재 절반가량 시공을 마친 김해 삼계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김해시에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서희건설에는 또 하나의 역작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글 민경미  사진 박순재 스튜디오 큐브

최고 품질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김해 삼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김해 신도심 
주거지의 가치를 
높이다    

김해 삼계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 

출입구인 동측과 남측 도로의 확대 포장 외에 서측과 북측에도 도로를 

신설해 동 위치에 상관없이 통행이 원활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공사명  김해 삼계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공사 위치 경남 김해시 삼계동 690-1번지 일원

공사 기간 2016.10.20 ~ 2019.09.19

공사 규모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6개동, 1,123세대 

발주처  김해 삼계동 지역주택조합    



서희건설의 건설현장 중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이곳은 탄탄한 팀

워크로도 모범이 되고 있다. 현재 유 소장을 포함해 현장에서 동고동락하

는 22명의 직원들은 중간에 합류한 신입사원을 제외하고는 착공부터 지

금껏 함께해오고 있다. 여기에는 유 소장이 진두지휘해온 현장마다 어김

없이 내걸렸던 ‘즉각반응’이라는 현장운영방침의 역할이 적잖았다.

“매일 새로운 일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즉각 처리하자는 메시지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 여

건에서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자

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비단 품질뿐만 아니라 현장의 모든 분야에 적

용됩니다.”

가령 안전에 대해서도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인 만큼 눈에 보이

는 위험을 즉각 처리하지 않으면 위험요소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

다는 것. 물론 즉각반응이 직원들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

다. 유 소장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현장을 점검

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3번 업무 시작 전에 전문강사

를 초빙해 에어로빅을 할 때도 맨 앞에서 솔선수범해

왔다. 

현재 김해 삼계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시공률은 50%에 

이른다. 지금까지 기초를 탄탄히 하는 골조공사에 주력했

다면, 남은 50%는 품질과 미관 모두를 염두에 두고 마무리 공사

에 박차를 가해야할 터. 하루하루 스카이라인이 달라질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활기를 띠고 있는 서희건설 김해 삼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공사 현

장이 어엿한 명품 아파트로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의 팀워크와 품질이 이

어지길 응원해본다.

품질은 현장 직원들의 
팀워크에서 나온다

올해로 현장 경력만 31년째를 맞은 유인석 소장은 착공 5개월 전인 2016년 5월에 TFT를 꾸려 미리 현장에 

내려와 철저한 검토와 계획 아래 본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렸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

분의 건설현장이 그렇듯 김해 삼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공사 현장에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다. “이전

엔 작고 낙후된 공장들이 모여 있던 부지였어요. 그래서인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폐기물들이매립되

어 있더군요. 별도의 비용과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짐에도 폐기물을 흙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

니다. 다행히 현장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다시 공사 기일을 맞출 수 있게 되었죠.”

품질에 대한 유 소장의 깐깐함을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다. 지난 겨울 유독 언론에서 자주 회자된 단열공

사 미비에 따른 결로 하자 발생과 관련해 김해 삼계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서는 CON’C(콘크리트) 타설 부

착 단열재의 경우 탈락이 없도록 고정하고 있으며 1층 바닥 단열재는 CON’C KEY를 설치하여 단열재 모

서리 파손 예방 및 부착력을 강화시켰다. 아울러 단열재 시공 실명제 도입으로 시공자와 확인자의 실명을 

부착해 책임시공이 되게끔 하고 있다.

품질 1위, 
전국 최고의 
우수 현장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개인적으로 현장 직원들의 

단체사진이 들어간 감사패를 제작해 직원들에게 선물했는데

요. 특히 이번 김해 삼계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마지막 현장

이라는 간절함까지 담아 더욱 애착을 갖고 공사에 임하고 있

습니다. 분양률 100%라는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입주 시 기

대 이상의 만족감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남은 공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공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석  현장소장

김해 삼계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지난해 서희건설이 전국의 스무 개가 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품질 수준을 엄격하게 심사한 끝에 선정한 ‘최고 우수 현장’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매일 현장에 나설 때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 1위에 선정된 현장인 만큼 아주 작은 부분도 품질에 문

제가 생기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자가 예상

되는 부분은 미리 현장 공사 시에 철저히 짚고 처리하고 있

으니, 하자 없는 고품질 아파트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인호  차장  |  공사 2 팀 

하자 없는 아파트를 약속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용광로보다 뜨거운 
안전의식으로
강철보다 단단한 
경쟁력을 만들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부지 면적 882만㎡(267만 평)의 방대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일 년 365일 용광로가 꺼지는 일이 없는 이곳을 움직이는 조력자로는 유성티엔에스 당진지사 

현대제철사업소를 빼놓을 수 없다. 30년 물류회사의 내공에 안전의식을 더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유성티엔에스 당진지사 현대제철사업소를 소개한다.  글 민경미  사진 박순재 스튜디오 큐브

유성티엔에스 유일의 
철강제품 구내운송 사업소  

  
유성티엔에스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처음 계약을 맺은 

건 2009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

듬해인 2010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니 첫 철강제품 생

산부터 지금까지 내내 함께해온 것이다. 현대제철 당진제철

소가 2015년 말 기준 연평균 2,400만 톤의 조강(가공되지 않

은 철강) 생산량으로 국내에서 두 번째, 세계에서는 열두 번

째 철강 강자로 우뚝 서게 된 데에는 유성티엔에스 당진지사 

현대제철사업소의 역할도 컸을 터. 아닌 게 아니라 정재훈 

지사장의 자부심에 잔뜩 힘이 실려 있다.

“당진지사 현대제철사업소가 하는 일은 현대제철 당진제철

소의 구내운송입니다. 제철소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상의 운반은 물론이고 각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처리도 맡

고 있죠. 즉 원료인 생석회 운반부터 제선, 제강, 연주, 압연 

등 각 공정에 맞는 특수장비 및 일반장비 80여 대와 233명의 

직원이 3교대로 연중 24시간 쉼 없이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료 및 제품 운반을 위해 당진제철소 내부에 총 100km 길이

의 컨베이어 벨트와 곳곳에 깔린 철길 위로 ‘토페도 카(Torpedo 

Car)’라 불리는 어뢰 모양의 커다란 구조물을 실은 기차가 부지

런히 작동하고 있지만, 이들 설비나 사람의 힘으로 운반할 수 없

는 제품은 특수장비를 동원해야 한다. 당진지사 현대제철사업소 

같은 구내운송 회사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유성티엔에스 

당진지사 

현대제철사업소

여기는 유성티엔에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가장 자주 눈에 띄는 단어는 

단연 ‘안전’이다. 그 빈도는 당진지사 현대제철사업소 

작업장에 오면 더욱 잦아진다. 정재훈 지사장이 지난 

4월 부임 이후 가장 강조해온 부분이 다

름 아닌 안전이기 때문이다. 

“말로만 안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안

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

록 모든 팀명 앞에 ‘안전’

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정비팀은 ‘안전정비팀’으

로, 운영팀은 ‘안전운영팀’으

로 바뀐 것이죠. 또 차량 운전자

들을 위한 운전자대기실도 ‘안전쉼터’

로 이름을 바꿔 안전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지사장은 같은 이유로 현장 직원들과 수시로 소통

하는 자리를 갖는다. 지시로만 전달되는 안전이 아니

라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안전이 하나의 문화로 단

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실 당진지

사 현대제철사업소의 안전에 대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

되어왔다. 지난 2016년 11월에는 외부기관의 도움 없

이 자체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

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인증을 취득하는 쾌거를 거

두었다. 현대제철이 직영과 외주, 협력사 대상으로 실

시한 ‘안전 UCC 경진대회’에서 ‘조기사의 하루’라는 작

품명으로 대상을 받은 것도 안전에 대한 당진지사 현

대제철사업소의 안전의식을 대변해주는 좋은 예이다.

재해율 ZERO화,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

안전사고는 줄고, 
매출은 늘어나고

정재훈 지사장 부임 후 당진지사 현대제철사업소는 

여러 의미 있는 변화를 맞았다. 그중 가장 눈에 띄

는 부분은 ‘소통’이다. 어느 자리에서건 소통을 통해 의

견을 주고받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해나가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는 것.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현장 분위기가 한층 

활기차졌다는 정 지사장은 원활해진 소통 덕분에 안전은 물론 매출 규

모까지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자칫 업무 중에 장비 고장이나 사고가 발

생하더라도 조업에 지장이 가지 않게끔 즉각적으로 외부에서 대체장비

를 조달해 투입해야 하다 보니 사고가 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비

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진지사 현대제철소의 자랑거리인 정비팀의 기술력도 지난해 괄

목할만한 성장에 한몫했다. 당진지사 현대제철소 정비팀은 다른 운송업

체들이 장비 고장 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외주에 의뢰하는 것과 

달리 E/T CAR, 로드러거 등 철강 운송에 특화된 특수장비를 자체 정비

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 년 내내 식지 않는 용광로처럼 묵묵히 일터로 향하는 현장 직원들

의 활기찬 걸음에서, 장비들이 내는 요란한 굉음을 뚫고 퍼지는 정비팀

의 호쾌한 웃음소리에서, 사무실과 현장 어디에서건 노크처럼 다가오는 

‘안전’이라는 선명한 메시지에서 유성티엔에스 당진지사 현대제철사업

소에 대한 기대가 묵직하게 실린다. 

하루의 시작은 장비 아침점호로!

정 재 훈  지 사 장

안전한 사업장,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4월 포항에서 당진지사장으로 발령받고 당진 송악 

IC를 들어서는데 ‘인간 중심의 당진시’라는 문구가 시선을 사

로잡았습니다. 이후 그 문구를 사업장에도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사람이 중심이 되려면 무엇보다 안전해야 한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안전문화가 확대되어 사

고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유성티엔에스에서도 당진

지사는 인원과 매출 규모에서 단연 앞서가고, 그중 현대제철

사업소는 유일한 구내운송 사업소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더욱 극대화시켜 안전과 매출 

증가 모두를 충족시키는 사업장으로 이끌겠습니다.”

김만재 계장(안전운영팀)

“제철소의 구내운송은 한마디로 장비가 생명입

니다. 자칫 돌발고장이라도 나면 곧장 대체장비

를 투입해야 하고, 그러자면 비용이 과다 발생하

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현장담당을 맡

은 후 매일 일과를 시작하기 30분 전인 오전 6

시 반에 현장에 나와 기사들과 장비의 아침점호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문화 정착과 

소통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하는 현장담당자로 뛰

겠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구내운송은 4개 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유성티엔에스 당진지사 현대제철사업소는 핵심공정인 

제품생산 전 과정에 걸쳐 하루에도 수십만 톤에 이르는 구내운송을 

책임지고 있어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는 유성티엔에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든다   

그룹미래전략실은 이재운 부사장을 필두로 8명의 구성원들

이 모여 서희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의 가능성과 사업성 등을 검토, 제시해오고 있다.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연이은 수주로 꾸준히 성과

를 거두고 있어요. 유성티엔에스도 물류분야에서는 메이저에 

속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하지만 서희그룹이 

10년을 넘어 20년, 30년 후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는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이 필

요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바로 그룹미

래전략실의 주 업무입니다.” 이재운 부사장은 그룹미래전략

실의 업무를 서희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 강조한다.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은 기본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해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업무의 특성상 그 준비는 더욱 철

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준

비는 철저하지만 의사결정

과 실행은 빠르다. 이를 

가능케 한 배경은 오너십

에서 찾을 수 있다. 구성

원 모두는 단순히 자신에

게 주어진 업무가 아니라 주

인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직접 운

영한다는 마인드를 통해 서희그룹의 미

래를 그려가고 있다. 물론 애로사항도 있다.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다 보니 이에 대한 리스크 검증이 힘든 것도 하나. 

사업의 시기상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더욱 고민에 빠진

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철저한 준비와 꼼꼼한 계획, 방대

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사업들을 서희그룹만의 미

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오늘과 다른 
서희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다 

서희그룹의 미래를 위해 현재라는 시간을 그 누구보다 분주하게 보내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그룹미래 

전략실이 주인공. 이들이 그려가는 서희그룹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글 사보편집실  사진 박순재 스튜디오 큐브

그룹미래전략실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사업 참여   서희그룹의 계열사 간 시

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에너지사업개발과 함께 그룹의 미래신성

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태양광사업팀과 신재생사업팀을 구성하였다. 

또한 대규모 태양광 EPC(설계·조달·시공), 해상풍력사업, 그 외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운영을 통해 서희그

룹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고자 한다. 현재 총 사업비가 

5,000억 원에 이르는 태양광개발사업 30MW급 5개와 63MW급의 신

안 비금도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과 연계한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전력수요관리사업(DR), 건물형 연료

전지사업, 건물형태양광발전시스템(BIPV), ESS(에너지저장장치)사업

으로 확장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현재 주요 협력업체와 MOU 체결을 진행 중

에 있으며, 협력업체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국내외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은 현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서희그룹의 도급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 도시재생(노후산단)사업 개발   수도권 구도심지역의 노후산단 및 

공장부지에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오피스텔 등 복합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의 노후 농공단지 경우 지자체의 

유휴토지를 이전부지로 대체 개발하여 제공하고, 기존 부지는 고부가

가치 산단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남북경협에 대비한 인프라, 플랜트건설 수주전략 추진   2018 남

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따른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

결 등 남북경협에 대비하여 북한지역 내 SOC 등의 인프라사업과 북한 

전역에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소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에 따라 그룹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철도물류 운송사업과 개성

공단 2단계 개발사업, 발전소건설(플랜트 등)사업 등 북한 내 주요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룹의 미래성장 동력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 물류단지사업   신규사업의 기반확보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3PL과 공동물류의 기능을 접목한 신개념 물류센터 구축과 운영으

로 차별화된 34자물류 역량강화를 예상하며, 이는 유성티엔에스의 

안정적인 사업포트폴리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거점확보를 통한 인프라사업   항만 하역거점 확보를 위해 평택당

진항 잡화부두 2개 선석을 추진 중이며, 2016년에는 인천항 하역사

인 동화실업을 인수합병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또한 2018년에

는 영동화력 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원료인 우드펠렛을 공급하는 

동해항 잡화선석 조성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 M&A 추진   서희그룹의 시너지 창출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투자대비 수익성, 안정적인 사업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인수합병 대

상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유성티엔에스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

해 2016년에 인수한 항만하역업체인 동화실업이 그 사례이며, 업종

에 제한없이 다양한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 플랫폼사업   서희그룹 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너지 효과 창출

을 위해 디지털기업으로의 변신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사업이란 

공급자와 수요자를 온라인상(Web, App)의 가상공간에서 서로의 니

즈에 부합되게 매칭해주고 수수료 및 광고수입 등을 발생시키는 사

업을 말한다. 서희건설 및 유성티엔에스가 제공하는 건설공사 및 물

류/운송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거

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는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외플랜트(발전소 등) 개발   몽골에 발전소, 신재생, 주택분야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플랜트분야 및 발전사업 등의 

준비를 통해 서희그룹의 사업구조재편 및 안정적인 운영수익을 확

보하고자 한다.

서희그룹  신사업  추진  현황

“많은 건설사들이 경영난에 힘들어 할 때 서희그룹은 지역주택조합사업과 물

류사업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성장보다는 

30년까지 내다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장기 프로젝트들이 

늘어날수록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지요. 저희 미래그룹전략실 구성원들은 

서희그룹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며 사업 방

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치열한 고민과 실천

으로 서희그룹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서희그룹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이재운 부사장 
그룹미래전략실 / 실장

미래신성장사업 그룹시너지사업

서희의 미래를 여는 사람들



순발력과 정확성의 달인들

“이사님을 비롯해 선배들을 보면 빠

르면서도 정확한 일처리에 매번 놀

라게 돼요. 이것이야말로 개발설계

팀의 지금을 있게 한 비결이자 경쟁

력이죠.”

가성비 최고의 
아파트를 
책임진다

개발설계팀을  

자랑합니다 !

서희건설의 신속 정확한 해결사들   

브랜드 아파트 시장에서 서희스타힐스가 말 그대로 스타로 떠오르

고 있다면, 서희건설 내부에서는 개발설계팀의 활약이 단연 돋보인

다. 개발설계팀은 건설회사에서 빠질 수 없는, 공사를 위한 설계도

서작업을 총괄하는 부서다. 

“개발설계팀은 각 프로젝트의 첫 단계인 검토 작업부터 인허가 진행

까지, 즉 설계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합니다. 기본 계획설계를 거

쳐 인허가도서를 만들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실제 공사에 

쓰일 디테일한 실시 설계도서를 작성, 현장에 보내는 일까지가 개발

설계팀의 몫이죠. 이후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안 제시 

및 설계 변경을 지원해주는 역할도 업무 중 하나고요.”

개발설계팀을 이끄는 수장답게 거침없이 업무를 설명하는 김대환 

이사에 의하면 개발설계팀의 역할은 건설회사 내 수많은 부서들 중

에서도 유독 중요성을 갖는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도면이 있어야 하고, 이 도면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반드시 검토하는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이 업무를 개발설계팀이 맡

고 있는 까닭이다.

조합원들에게는 만족, 회사엔 수익을

“서희스타힐스 아파트의 장점은 단위세대 평면 특화설계를 적용해 

공간감을 극대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중소형 아파트임에도 실용적

이고 기능적인 평면구조와 레이아웃을 자랑하죠. 물론 이를 위해서

는 조합원 니즈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계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조합원 모집 시점과 실제 착공 간에는 보통 2년여의 갭이 존재하는

데, 이 기간 내에 변화되는 법규와 트렌드도 고려해야 하죠.”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조합원 만족도와 실제 소요되는 사업기

간과 공사착공 시간의 간극을 메우는 것 또한 개발설계팀의 역량일 

터. 김 이사를 비롯한 개발설계팀의 전문성이 두드러지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즉 조합원의 눈높이 그 이상의 아파트 시공을 위해 컴

팩트한 설계를 통해서 불필요한 비용 절감에 주력하는 것. 

열.정.확.인! 이것만 잘하면 끝!

“개발설계팀 한가운데 붙어있는 ‘2018 모토’인 ‘열’‘정’‘확’

‘인’은 저를 비롯한 팀원 개개인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즉, ‘열’정을 가지고 설계 도서를 ‘정’

확하게 검토하고, ‘확’인 또 확인하며 ‘인’내를 갖고 성실하

게 일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지금의 드림팀은 ‘열정

확인’을 통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로 또 같이’의 힘

“팀원들의 개성이 정말 강해 그야말

로 8인8색이죠. 하지만 한데 뭉칠 

때는 서희건설에서 최고의 팀워크

를 자랑할 만큼 융합이 잘됩니다.”

서희건설의 브레인

“저희 팀의 자랑이라면 적절한 긴장

과 이완이라고 생각해요. 업무할 땐 

서희건설의 브레인답게 진지하게 

몰입하다가 저희 팀만의 문화인 ‘가

위바위보(?)’를 할 때면 아이들처럼 

분위기가 활발해지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매우 전략적이면서 설계관련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문제점까지 

말끔하게 해결해주는 팀이 바로 개

발설계팀입니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소통

“건설회사 하면 보통 권위적이고 보

수적인 분위기를 떠올리는데, 개발

설계팀은 의사표현이 자유롭고 소

통도 매우 원활해요. 그래서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고 그에 따른 성과

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멀티플레이어 집단

“개발설계팀이라고 해서 설계만 한

다고 생각하면 오산! 메인은 설계지

만 다른 팀들의 흐름까지 두루 꿰고 

있어야 진정한 서희건설 개발설계

팀이죠.”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팀

“이제 막 개발설계팀의 일원이 되어 

일을 배워나가는 중인데요. 이사님

은 당연하고 저마다 각자의 분야에

서 베테랑인 게 느껴져 제 미래까지 

기대하게 돼요.”

김대환 이사

송진이 과장허진 주임

이두호 과장 신성철 부장임신규 과장

서희스타힐스의 공간 경쟁력이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고 

있다. 가성비 최고의 설계로 

입주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것. 이를 가능케 

하는 중추적인 힘은 서희건설 

안에서도 전문가 집단으로 통하는 

개발설계팀의 저력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 민경미  사진 박순재 스튜디오 큐브

최종윤 주임

전문화된 맨파워로 

올해 30여 곳 착공에 도전

개발설계팀의 활약은 지난해 이들이 검토하

고 인허가를 진행한 지역주택조합 프로젝트가 

100여 건이 훌쩍 넘었다는 데서도 드러난다. 

김 이사는 그 중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사업승인을 완료한 사업만 17개에 이른다고 말

한다. 올해는 착공프로젝트를 30여 건으로 늘

린다는 게 개발설계팀의 목표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져야 하고, 인허가와 토지문제 정리 등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관련 팀들의 소

통과 협조 또한 순조로워야 하죠. 그런 의미에

서 개발설계팀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

각입니다.”

서희건설 개발설계팀

고화현 과장

최고의 팀워크



열 살 소년의 꿈, 실패를 딛고 이루다    

“맨 처음 아나운서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당시 필리핀에서 치러진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농구 영웅 신동파 선수의 경기 중계방송을 들었을 때의 전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온 가족이 라디오 앞에 모여 앉아 숨죽여 방송을 듣

는데, 신동파 선수의 활약과 더불어 아나운서가 상기된 목소리로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기뻐해주십시오!’라는 멘트를 하자 모두가 

박수를 치며 기뻐하더군요. 반대로 나라에 슬픈 일이 있었을 때는 낮고 경건한 아나운서의 멘트에 방송을 보는 이들이 한층 그 분위기

에 젖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나운서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사람들에게 파고드는 울림에 아나운서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죠.” 

3번 떨어지고 4번째 도전한 끝에 1986년 KBS 13기 공채 아나운서로 방송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4번씩이나 아나운서 시험

에 도전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 너나 할 것 없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 보통 한 번 떨어지고 나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길을 

찾는 게 일반적이었다. 최선규 아나운서 역시 낙방할 때마다 적잖은 갈등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나운서의 길을 고집한 건 그만

큼 오랜 기간 흔들림 없이 키워온 꿈이기 때문이었다.

그때도, 지금도   

진심을 전하는 목소리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분양 모델

최선규 아나운서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등 이른바 명품아파트의 3대 

요소를 고루 갖춘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모델하우스가 

오픈하던 날. 방송으로 쌓은 신뢰와 친근한 이미지 

그대로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분양 현장에 나타난 

최선규 아나운서를 만나보았다.  
글 민경미  사진 박순재 스튜디오 큐브

      

‘자신을 알리고 만들고 완성해준’ 인생 프로그램 셋

그렇게 발을 들여놓은 아나운서의 삶도 올해로 32년째. 그런데 이 중 방송국에 적을 두고 아나운서로 활동한 건 8년 남짓에 불과

하다.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듬해 진행을 맡은 ‘전국노래자랑’을 시작으로 ‘열전, 달리는 일요일’, ‘생방송 행복 찾기’ 등 굵직한 프로

그램의 간판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아나운서로서 입지는 공고해졌지만 그 이면에 축적되는 스트레스와 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버거웠던 까닭이다. “한 방송국에 소속된 아나운서 신분으로는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데 제약이 많았어요. 그런데다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 반복되는 회의 등에 지쳐 자연스레 프리로 전향하게 되었죠.”

이후 공중파에서 최선규 아나운서를 만나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과 만나는 채널이 축소되었을 뿐 아나운

서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진심을 다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종교방송을 통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요즘 메인활동으로 주저 없이 꼽는 CTS기독교TV의 간증프로그램 ‘내가 매일 기쁘게’에 유독 애착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나운서로서 제 인생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꼽는 세 프로그램이 있어요. 먼저 KBS ‘열전, 달리는 일요일’은 제 이름을 세상

서희가 만난 셀럽



서희가 만난 셀럽

에 알려주었다는 의미에서 소중한 프로그램이고요. SBS로 이적한 후 맡은 ‘생

방송 행복 찾기’는 친숙한 이미지를 통해 저를 스타 아나운서의 반열에 오르게 

한 평생 잊을 수 없는 프로그램인데요. 두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도 그 무엇과 

견줄 수 없을 만큼 특별하지만, 제 자신을 완성시켜준 고마운 프로그램은 따

로 있습니다. 바로 17년째 가장 공들여 진행하고 있는 CTS기독교TV의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간증프로그램입니다.”

30년 넘게 방송을 해오며 지금에서야 ‘방송은 사명이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는 방송이 목숨처럼 소중해졌다고 강조한다. 방송을 통해 자

신은 물론이고 많은 이들이 체험한 신앙의 힘을 전파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묵직한 보람을 맛보고 있기 때문.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분양 모델로서 바쁜 

스케줄을 비집고 직접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것도 다름 아닌 신앙이 연결고리

가 되었다.   

‘저울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기업, 서희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러 온 이들과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고,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즉석에서 상세한 설명까지 건네는 최선규 아

나운서는 시공사가 서희건설이란 점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다. 

“제가 마음에 새기고 사는 말 중에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게 있어요. 잠언서

에 나오는 내용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을 속이면 하나님에게 혼날 것이

니 ‘정직하라’는 메시지죠. 제가 아는 서희건설은 바로 ‘저울을 속이지 않는’ 정

직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지은 아파트니까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할 

내 집으로 선택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같은 이유로 서희건설 임직원들이 늘 자부심을 갖고 일하길 바란다는 그는 자

신의 경험을 들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이 가치관과 일하는 

목적에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설명했다. 가령, 그는 신앙을 갖기 

전에는 수입이나 인기, 시청률에 연연한 나머지 항상 스트레스와 열등감, 두

려움에 시달렸으나, 지금은 자신을 억눌렀던 온갖 스트레스와 근심걱정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말한다. 

“제가 진행하는 간증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는 기도제목이나 앞으로의 계획

을 묻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 자신에게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되묻곤 하는

데요.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도록 살아가겠다’는 게 그것인데요. 저의 가장 절실한 기도이

기도 합니다.”

최선규 아나운서와 서희건설의 인연은 분양모델로서 시작되었다. 용인 에버파크를 비롯해 흥해, 대구에 

이어 오남역 단지까지 전국의 서희스타힐스 분양 현장에 어김없이 최선규 아나운서가 등장하고 있는 

것. 사실 서희건설 임직원 사이에서는 최선규 아나운서를 둘러싼 기분 좋은 징크스가 하나 존재한다. 

‘최선규 아나운서가 모델로 활동하는 단지는 모두 순조롭게 분양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것. 실제로 최선규 

아나운서가 모델로 활동한 단지의 분양 열기는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뜨거운 호응과 높은 계약률을 보여 

왔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서희건설은 이봉관 회장님을 비롯해 종교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일할 수 있다는 기쁨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활동이죠.”

“오남역 서희스타힐스를 주목해보세요”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분양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최선규 아나운

서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을 위해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

어진 제도인 만큼 꼭 필요한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홍보하려고 애쓴다.

“2021년에 입주하는 오남역 서희스타힐스는 약 5,000세대 매머

드급 대단지로 지역주택조합 단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해

요. 2020년에 개통 예정인 4호선 연장 진접선 오남역이 지척이라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오남역에서 노원역까지 

14분밖에 소요되지 않아 서울로 출퇴근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답

니다. 이번 기회에 합리적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져볼 것을 

추천합니다.”

서희와의 

인연은?



기획특집_편의점 창업

편의점 창업  
자율적인 운영과 
100% 수익 보장이
가능할까?

1인 가구가 늘면서 편의점의 시장 규모가 커지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청년 취업난과 베이붐 세대들의 은퇴, 실직 및 퇴직자 증가로 편의점 

창업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편의점 창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리 사보편집실

편의점 시장 성장세의 이면

현재 편의점 시장은 조직적인 지원아래 높은 로열티를 지급해

야 하는 대기업 운영의 ‘기업형 편의점’과 로열티 부담은 적지

만 조직적인 지원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군소 ‘개인 

편의점’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렇다면 편의점 창업이 붐을 일

으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자율적 운영

로그인 편의점은 독립형 편의점을 내세우고 

있다. 독립형 편의점이란 기존 메이저 브랜

드의 편의점과 달리 가맹점주에게 권한을 대

폭 위임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주말이나 

야간 시간을 가맹점주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한 것.  

• 계약기간 및 위약금

한번 계약을 하면 무조건 5년간 운영을 해야 하는 기존 편

의점에 비해 로그인 편의점의 계약기간은 3년이다. 특별

한 사정으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컨설턴트

가 방문해 점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고 있다.

• 오픈지원 시스템

오픈 전 교육은 물론 초기 특별관리, 오픈 전 모든 비품

에 대해 본사가 구매 대행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

허가 관련 업무도 대행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장비 및 인

테리어 지원, A/S 관리까지 철저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100% 수익보장

기존 편의점은 브랜드 로열티로 매출의 40% 

정도를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로그인 편의점

은 소액의 월회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이 100% 

점주에게 돌아간다. 

성공적인 창업의 대안, 로그인 편의점

서희그룹은 2015년 9월 로그인 편의점 96개 점포 인수와 함께 차별화된 독립형 편의점을 내세우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경기 침

체에 따른 창업 아이템에 고민이라면 서희그룹의 로그인 편의점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가맹수수료 없이 업계 최고의 수익률을 보

장하는 로그인 편의점이라면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할 것이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자율적 운영의 로그인 편의점

그렇다고 편의점 창업이라는 아이템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대형마트에 비해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

다. 이에 서희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적 운영의 로그인 편의점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선두주자인 서희건설로 

잘 알려진 서희그룹이 기존 휴게소 유통사업의 노하우를 집대성하여 새로운 편의점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 것. 그렇다면 서희그룹 로그인 편

의점만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편 의 점

편의점 창업주는 별도의 기술 없이 쉽게 창업을 해 안정적인 수입이 

발행한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늘어나 매출 증대

로 이어지고, 고객은 언제나 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가

맹점주들 입장에서는 높은 임대료와 로열티, 인건비 등은 고려치 않은 

가맹본부의 점포 수 늘리기로 인한 과다경쟁 및 매출저조 등의 어려

움에 처하고 있다. 게다가 폐점 시에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점

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다. 

편의점 수익의 비밀은?

국내 대형 편의점 업체들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제품 가격당 상품 

원가(담배 포함)가 평균 75%를 차지한다. 여기서 15~20% 정도의 도

매 마진이 발생하는데 대형 편의점 업체들은 이 비용이 물류비용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품 가격의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이

윤에서 매월 수익의 65(편의점주) 대 35(편의점 계열사) 비율로 로열

티를 부과하고 있다.

대형 편의점 가맹점주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금에서 임대료, 

카드수수료, 전기료 등 경비 외에 24시 운영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 임금이 인상된 최근, 가맹점주의 부담

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1.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 없이 창업 및 운영 가능

2. 고객 유치를 위한 별도 노력 없이 일정 고객 

확보 가능

3. 창업 후 미판매 분 반납 등 물류시스템을

통해 재고 없이 운영 가능

4. 복권, 담배 등의 판권 확보와 다양한 이벤트 

상품 등을 통한 프로모션 가능



2018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내 집 마련 전략

현재 부동산 시장 주요 변수

가장 먼저 입주물량을 꼽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쏟아졌던 분양물량들의 

입주가 2017년부터 증가하면서 절정을 이루는 때가 올해이다. 평균 20만 가

구대였던 연간 입주물량은 2017년 38만5,000여 가구로 급증한 후 올해 43만

8,000여 가구가 입주하며 정점을 찍는다. 

두 번째로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주요 기반산업의 위축도 문제다. 특히 조선

업 등의 중공업, 각종 제조업 등이 위축되면서 이들 산업을 기반으로 움직이

는 지방권역 도시들의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들 수 있다. 지난 해 발표됐던 ‘8.2부

동산대책’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부활,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 정비사업

에 대한 규제가 포함됐고 양도세중과, LTV, DTI 강화 각종 규제가 총망라 된 

종합 부동산 대책이다. 

빡빡해진 부동산시장, 내 집 마련 전략은?

新DTI 같은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새집으로 갈아타기가 다소 힘들게 됐고 1

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양도세세율 강화(보유기간 상관없

이 50% 세율) 등으로 단기 투자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최대한 저렴하게, 금융

부담을 적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올 내 집 마련을 위한 최우선 전략이 

됐다. 

먼저 싼 가격의 매물을 찾는다면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곳을 살펴보는 것이 좋

다. 세입자를 못 찾게 되면 급매물로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 통장이 없거

나 청약 가점이 너무 낮은 경우, 심지어 목돈이 많지 않다면 지역주택조합 물

량도 고려해 볼만하다. 여러 매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이 많이 부각되곤 했지만 그간 문제됐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은 토지매입 여

부, 조합원 가입률 등을 과장하거나 사업 경험이 많지 않은 시행자, 건설사 등

이 사업을 하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들이다. 이를 바꿔 생각하면 안전한 사업

장은 정보공개가 투명한 사업장이 되는 셈이다. 

남다른 서희건설만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1. 엄격한 사업 타당성 검토

서희건설은 사업 착수에 앞서 해당 사업지의 토지작업부터 인허

가에 이르는 사업 전반을 면밀히 사전 검증한다. 그리고 검증과

정에서 문제가 없는 사업에 참여, 사업실패의 위험부담과 추가 

분담금의 발생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2. 선 토지 확보, 후 조합원 모집

추가 분담금 발생 또는 사업 지연의 결정적 원인이 되는 토지 확

보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재차 리스크를 낮추고 있다. 

3. 전체 조합원 80% 이상 모집 후 착공

서희건설은 안정적으로 토지확보가 완료된 사업지에 한해 신속

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 착공 가능 법정 기준인 조합원 모집

율 50% 이상보다 높은 80% 이상 모집 후 착공에 들어간다.

4. 적극적이고 투명한 사업 지원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정보 플랫폼 ‘서희GO집(www.go-zip.

kr)’을 통해 서희건설이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별 사업 

진행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권일 팀장

현)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

전)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

전) 리얼투데이 컨설팅팀장

공저) 새로운 제안_부동산백과사전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최근까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7차례 이상 쏟아 냈다. 때문에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이전과는 

달리 시장을 더욱 냉정하게 봐야 하는 상황이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내 집 마련의 기준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서희건설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희건설만의 

노하우를 쌓아 명실상부 최고의 지역주택조합 전문 

건설사로 자리매김하였다. 탁월한 원가 경쟁력과 성공 

가능성 높은 사업 선택까지 차별화된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해오고 있는 서희건설만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현장을 알아본다.

당신을 위한 서희스타힐스 

조합원 모집 
40  

기대하세요,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사업 시공현장
55  

만나보세요,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사업 준공현장
58  

Book in Book

기획특집_부동산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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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신남동 46번지에 위치한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는 지하 2층부터 지

상 25층의 29개동 2,983세대로 구성됐다. 전용면적은 59㎡, 75㎡, 84㎡이며, 400m 

길이의 초대형 중앙광장과 녹지를 갖춰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녹지를 두른 친환경 대단지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

문의 1599-4282

경기도 화성시 신남동 산96-8에 위치한 화성시청역 4차 서희스타힐스는 지하 2층부

터 지상 24층의 22개동 1,854세대로 구성됐다. 전용면적은 59㎡, 75㎡, 84㎡이며, 녹

지로 둘러싸여 있어 계절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경

관이 뛰어나다.

명품의 모든 조건을 갖추다

화성시청역 4차 

서희스타힐스

문의 1588-618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삼도시개발사업지구 32BL에 위치한 용인시청역 센텀스카이 

서희스타힐스는 지하 4층부터 지상 46층의 12개동 2,981세대로 구성됐다. 전용면적은 

59㎡, 71㎡, 84㎡이며, 단지에서 금학천과 석성산을 조망할 수 있고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3면 개방구조로 주거 쾌적성이 높다.

용인의 중심을 모두 누리다

용인시청역 

센텀스카이 서희스타힐스

문의 1600-4430

서희건설 
지 역 주 택 조 합 아 파 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높은 분양가로 내 집 장만의 꿈이 멀어진 

실수요자가 가장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각종 

부대비용 등을 절감하여 시세보다 공급가를 10~30% 정도 낮춘 원가 

아파트이다. 서희건설은 뛰어난 원가경쟁력과 우수한 품질, 탁월한 

사업지 선정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 대표건설사로 입지를 구축해왔다. 

풍부한 경험, 확실한 노하우, 믿음직한 서희건설이 제안하는 내 집 

장만의 기회를 만나보자.

남 다 른  안 목 과  성 공  노 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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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330-1번지   규모 : 지하 1층~지상 34층 16개동   세대수 : 2,109세대   

전용면적 : 52㎡, 59㎡, 71㎡, 84㎡, 95㎡, 101㎡   문의전화 : 031-321-0063

평택 진위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239-3번지   규모 : 지하 1층~지상 29층 17개동   세대수 : 1,822세대   

전용면적 : 59㎡, 71㎡, 84㎡   문의전화 : 1800-9007

남양주 오남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4번지 일원   규모 : 지하 2층~지상 32층  세대수 : 4,888세대   

전용면적 : 59㎡, 75㎡, 84㎡   문의전화 : 031-563-8100

부산 사상역 서희스타힐스 위치 :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26-1번지   규모 : 지하 5층~지상 39층 6개동  세대수 : 1,099세대   

전용면적 : 59㎡, 84㎡/오피스텔 29㎡, 48㎡   문의전화 : 051-313-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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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 삼문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남 김해시 삼문동 900번지   

규모 : 지하 3층~지상 24층 17개동   

세대수 : 1,347세대   

전용면적 : 59㎡, 84㎡   

문의전화 : 055-313-3800

남양주 부평2지구 A2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부평리 732 번지   

규모 : 지하 1층~지상 33층 13개동

세대수 : 1,266세대   

전용면적 : 59㎡, 74㎡, 84㎡   

문의전화 : 1600-3440

용인 명지대역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233번지   

규모 : 지하 5층~지상 28층 21개동   

세대수 : 1,872세대   

전용면적 : 59㎡, 64㎡, 74㎡, 76㎡, 84㎡   

문의전화 : 1600-4994

파주 운정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17번지   

규모 : 지하 2층~지상 25층  26개동   

세대수 : 1,563세대   

전용면적 : 53㎡, 59㎡, 74㎡, 75㎡   

문의전화 : 1600-3350

대구 두류역 서희스타힐스

위치 : 대구시 서구 내당동 220-1 외 134   

규모 : 지하 4층~지상 49층 7개동   

세대수 : 1,300세대   

전용면적 : 70㎡, 84㎡, 148㎡, 오피스텔 84㎡   

문의전화 : 053-243-6001~2

안성 승두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89-5번지 일원   

규모 : 지하 2층~지상 29층 11동

세대수 : 1,489세대   

전용면적 : 59㎡, 74㎡, 84㎡   

문의전화 : 1522-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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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비봉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593-1번지 일원   

규모 : 지하 1층~지상 25층 12개동   세대수 : 1,100세대   전용면적 : 59㎡, 84㎡   

문의전화 : 031-450-1541

인천 도원역 서희스타힐스

위치 : 인천시 남구 숭의동 180-6번지   규모 : 지하 3층~지상 47층 7개동   

세대수 : 1,232세대  전용면적 : 59㎡, 74㎡, 84㎡(오피스텔 69㎡,71㎡)   

문의전화 : 1877-5007

동군산 서희스타힐스

위치 : 전북 군산시 조촌동 739-6번지  규모 : 지하 3층~지상 23층 14개동  

세대수 : 1,016세대  전용면적 : 59㎡, 75㎡, 84㎡  문의전화 : 063-451-2271

부산 부암동 서희스타힐스

위치 :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610-8번지    규모 : 지하 2층~지상 29층 13개동

세대수 : 1,299세대   전용면적 : 59㎡, 65㎡, 84㎡   문의전화 : 051-805-7000

남동탄 아이시티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원동 산42-1번지   규모 : 지하 2층~지상 31층 20개동

세대수 : 2,203세대   전용면적 : 49㎡, 59㎡, 64㎡, 74㎡, 84㎡   

문의전화 : 031-288-6900

평택 화양 센트럴파크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454-2 일원   규모 : 지하 1층~지상 30층   

세대수 : 1,554세대   전용면적 : 59㎡, 84㎡    문의전화 : 1522-2540

평택 포승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328-4번지   

규모 : 지하 2층~지상 25층 20개동  세대수 : 1,696세대   전용면적 : 44㎡, 59㎡, 84㎡   

문의전화 : 031-616-0077

용인 역삼 센트럴시티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233   

규모 : 지하 3층~지상 43층 5개동  

세대수 : 1,039세대   

전용면적 : 64㎡, 74㎡, 84㎡ (오피스텔 84㎡)   

문의전화 : 1522-2700

위치 : 경북 포항시 흥해읍 옥성리 281-1번지  규모 : 지하 2층~지상 25층  9개동  세대수 : 956세대   전용면적 : 59㎡, 74㎡, 84㎡   

문의전화 : 054-288-9100

포항 남옥 서희스타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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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800번지   규모 : 지하 2층~지상 32층 8개동  세대수 : 849세대   

전용면적 : 59㎡, 84㎡   문의전화 : 1670-5339

용인 천리 서희스타힐스

거제 연초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산 105-1일원   

규모 : 지하 4층~지상 20층 12개동  세대수 : 883세대   전용면적 : 59㎡, 74㎡, 84㎡   

문의전화 : 055-950-0001

경산 중방동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북 경산시 중방동 297-60번지   규모 : 지하 2층~지상 27층 10개동   

세대수 : 938세대   전용면적 : 59㎡, 73㎡, 84㎡   문의전화 :  053-818-6900

부산 해운대 우동 서희스타힐스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397-55번지   규모 : 지하 4층~지상 38층  

세대수 : 820세대  전용면적 : 58㎡, 59㎡   문의전화 : 1599-3264

울산 번영로 애듀파크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397-1번지   규모 : 지하 3층~지상 21층 13개동   

세대수 : 767세대   전용면적 : 74㎡, 75㎡, 84㎡   문의전화 : 052-270-9999

포천 송우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257-5번지   규모 : 지하 1층~지상 25층 9개동   

세대수 : 829세대   전용면적 : 59㎡, 68㎡, 78㎡, 84㎡   문의전화 : 1600-0339

광양 덕례 서희스타힐스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573-12번지   규모 : 지하 1층~지상 18층 13개동  

세대수 : 926세대   전용면적 : 59㎡, 74㎡, 80㎡   문의전화 : 061-761-5700

양주 서희스타힐스 에듀포레 3단지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91-5 일원   규모 : 지하 2층~지상 20층  

세대수 : 887세대   전용면적 : 59㎡, 74㎡, 84㎡    문의전화 : 1566-8154

시흥 군자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263번지   

규모 : 지하 2층~지상 20층 16개동  

세대수 : 941세대    

전용면적 : 59㎡, 84㎡    

문의전화 : 1600-2722 

이천 안흥동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279-2번지   규모 : 지하 5층~지상 49층 6개동

세대수 : 920세대   전용면적 : 84㎡, 오피스텔 84㎡   문의전화 : 031-635-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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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석현 2차 서희스타힐스

위치 : 전남 목포시 석현동 870번지 일원   

규모 : 지하 2층~지상 22층 7개동  

세대수 : 673세대   

전용면적 : 59㎡, 74㎡, 84㎡   

문의전화 : 061-283-0707

여주 월송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기도 여주시 월송동 53번지 일원   

규모 : 지하 2층~지상 26층 7개동 세대수 : 543세대   

전용면적 : 59㎡, 74㎡, 84㎡   문의전화 : 1600-4663

인천 부평 서희스타힐스

위치 :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206번지   

규모 : 지하 2층~지상 28층 5개동  세대수 : 571세대   

전용면적 : 59㎡, 66㎡   문의전화 : 032-715-5090

광주 탄벌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490번지  

규모 : A1-지하 2층~지상 24층 5개동

        A2-지하 2층~지상 23층 4개동 

세대수 : 767세대   

전용면적 : 59㎡, 72㎡   

문의전화 : 1600-0638

청주 미평 가마지구 서희스타힐스

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176번지   

규모 :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세대수 : 753세대   

전용면적 : 59㎡, 76㎡, 84㎡   

문의전화 : 1899-4863

김해 부곡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남 김해시 부곡동 482-1번지   

규모 : 지하 2층~지상 12~25층 7개동  

세대수 : 676세대   

전용면적 : 59㎡, 74㎡, 84㎡    

문의전화 : 1600-0668

양주 용암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784-8번지

규모 : 지하 2층~지상 35층 6개동  세대수 : 644세대   

전용면적 : 59㎡, 84㎡   문의전화 : 031-830-0660

당진 채운동 서희스타힐스

위치 : 충남 당진시 채운동 산122-3번지  

규모 : 지하 2층~지상 26층 9개동  세대수 : 693세대    

전용면적 : 59㎡, 84㎡   문의전화 : 041-358-0111

서산 예천동 서희스타힐스

위치 : 충남 서산시 예천동 507번지   

규모 : 지하 3층~지상 25층 10개동 세대수 : 653세대   

전용면적 : 72㎡, 80㎡    문의전화 : 041-665-8233

부산 연산동 서희스타힐스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산134-1번지   

규모 : 지하 2층~지상 23층  9개동  세대수 : 643세대   

전용면적 : 75㎡, 84㎡   문의전화 : 051-852-3840



김포 사우4구역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산14-4번지   규모 : 지하 2층~지상 19층 10개동   

세대수 : 435세대   전용면적 : 65㎡, 75㎡, 77㎡, 84㎡   문의전화 : 1661-1071

울산 KTX송대 서희스타힐스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323일원   규모 : 지하 2층~최고 27층 6개동   

세대수 : 504세대   전용면적 : 59㎡A, 59㎡B, 84㎡   문의전화 : 052-914-1800

울산 진하 서희스타힐스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75-9번지   

규모 : 지하 2층~지상 34층 6개동   세대수 : 475세대    

전용면적 : 74㎡, 84㎡(오피스텔 84㎡)   문의전화 : 1899-7200

광주 각화동 3차 서희스타힐스

위치 : 광주시 북구 문흥동 877-22번지   규모 : 지하 2층~지상 43층    

세대수 : 333세대   전용면적 : 59㎡    문의전화 : 062-266-9888

울산 온양 발리 2차 서희스타힐스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449-4번지 일대   규모 : 지하 1층~지상 29층 6개동  

세대수 : 498세대   전용면적 : 68㎡   문의전화 : 052-238-3455

동대구 밸리 서희스타힐스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60-1번지 일원   규모 :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세대수 : 484세대   전용면적 : 59㎡, 84㎡   문의전화 : 1599-8708

청주 내수 서희스타힐스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리 161번지 일원   규모 : 지하 3층~지상 17층 8개동   

세대수 : 476세대   전용면적 : 67㎡, 76㎡, 84㎡   문의전화 : 1899-5768

대구 신천동 서희스타힐스

위치 : 대구시 동구 신천동 193-1번지   규모 : 지하 3층~지상 31층  7개동  

세대수 : 484세대   전용면적 : 69㎡, 84㎡ (오피스텔 76㎡)   문의전화 : 053-769-9979

광주 소촌동 2차 서희스타힐스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148번지   규모 : 지하 1층~지상 15층 9개동  

세대수 : 445세대   전용면적 : 59㎡, 74㎡, 79㎡   문의전화 : 062-463-2277

광주 소촌동 1차 서희스타힐스

위치 :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76-1번지   

규모 : 지하 1층~지상 17층 12개동   

세대수 : 533세대   전용면적 : 59㎡, 75㎡   

문의전화 : 062-463-2277

강릉 홍제 서희스타힐스

위치 :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산22-1번지 일원   규모 : 지하 2층~지상 30층

세대수 : 486세대   전용면적 : 59㎡, 74㎡, 84㎡   문의전화 : 033-642-8700

조 합 원 모 집



기 대 하 세 요

서 희 스 타 힐 스

일 반  분 양  단 지

• 시 공 중 •

서희건설은 대한민국 지역주택조합의 

NO .  1  브랜드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업계에서 따라올 수 없는 

가장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뛰어난 품질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을 소개한다.

목포 석현 서희스타힐스

위치   전남 목포시 석현동 850번지 일원   

규모   지하 1층~지상 22층 12개동 1,186세대   

전용면적   59㎡, 74㎡. 84㎡   

준공예정   2020년 7월

전화문의   061-282-1365

경북 칠곡 서희스타힐스

위치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660번지   

규모   지하 4층~지상 25층 15개동 999세대  

전용면적   59㎡, 80㎡   

준공예정   2020년 7월

전화문의   054-975-7744

강릉 주문진 서희스타힐스

위치 : 강릉 주문진읍 교항리 21번지   

규모 : 지하 1층~지상 20층 5개동   세대수 : 416세대  

전용면적 : 59㎡, 74㎡, 76㎡   문의전화 : 033-661-0007

서산 석림동 서희스타힐스

위치 : 충남 서산시 석림동 493-1번지   

규모 : 지하 1층~지상 20층  6개동    

세대수 : 266세대   전용면적 : 59㎡, 67㎡, 71㎡, 80㎡   

문의전화 : 041-664-1000

대구 수성1차 서희스타힐스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225-2 일원   

규모 : 지하 1층~지상 20층 5개동 공동주택   

세대수 : 298세대   전용면적 : 84㎡    

문의전화 : 1800-5424

김해 주촌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남 김해시 주촌선천지구 28BL-2LT   

규모 : 지하 1층~지상 28층 3개동  세대수 : 250세대   

전용면적 : 59㎡, 79㎡   문의전화 : 055-324-0023

거제 장승포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340번지   

규모 : 지하 3층~지상 20층 6개동   세대수 : 404세대   

전용면적 : 59㎡, 84㎡   문의전화 : 055-682-4200

광주 용두동 서희스타힐스

위치 : 광주시 북구 용두동 454번지    

규모 : 지하 1층~지상 20층  6개동   세대수 : 406세대   

전용면적 : 72㎡, 79㎡, 84㎡   문의전화 : 062-266-0222

사천 용강동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남 사천시 용강동 598번지   

규모 : 지하 1층~지상 20층 6개동   세대수 : 404세대   

전용면적 : 64㎡, 74㎡, 84㎡   문의전화 : 055-835-5700

통영시 원평 서희스타힐스

위치 : 경남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산206-1번지   

규모 : 지하 3층~지상 20층 9개동    세대수 : 427세대   

전용면적 : 59㎡, 75㎡, 79㎡    문의전화 : 055-648-9011

광주 흑석동  서희스타힐스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흑석동 192번지   

규모 : 지하 1층~지상 25층 6개동 세대수 : 427세대   

전용면적 : 72㎡, 84㎡    문의전화 : 062-266-6111

조 합 원 모 집 일 반 분 양 단 지



준 공 현 장

통영 원평2 서희스타힐스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원평리 260번지 일원   

규모   지하 1층~지상 24층 6개동 515세대   

전용면적   59㎡, 75㎡, 84㎡   

준공예정   2020년 7월

전화문의   055-645-9300

평택 송탄역 서희스타힐스

위치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570-5번지   

규모   지하 2층~지상 18층 8개동 527세대   

전용면적   59㎡, 69㎡, 72㎡, 84㎡   

준공예정   2018년 12월 31일   

전화문의   031-378-9131

광주 각화동 2차 서희스타힐스

위치   광주시 북구 각화동 583-9번지   

규모   지하 2층~지상 39층 7개동 992세대   

전용면적   72㎡, 84㎡   

준공예정   2021년 1월

전화문의   062-266-9888

일 반 분 양 단 지

김해 무계 서희스타힐스

위치   경남 김해시 장유면 무계동 194-1번지   

규모   지하 1층~지상 20층 5개동 380세대  

전용면적   59㎡, 71㎡, 84㎡  

준공예정   2020년 7월

문의전화   055-338-2933

청주 용암동 서희스타힐스

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760-3번지   

규모  지하 3층~지상 29층 5개동 318세대 

전용면적  59㎡   

준공예정  2018년 8월

문의전화  1800-8692

청주 금천 서희스타힐스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49-11번지   

규모 : 지하 3층~지상 29층 9개동 749세대  

 전용면적 : 67㎡, 76㎡, 84㎡   

준공예정 : 2020년 3월   

전화문의 : 1800-8692 

동창원 서희스타힐스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374번지 일원   

규모   지하 3층~지상 28층 6개동 515세대

전용면적   59㎡   

준공예정   2021년 2월   

전화문의   055-313-3800



준 공 현 장

만 나 보 세 요

서 희 스 타 힐 스

준 공 현 장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사업 

전국 최다 성공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탁월한 원가 경쟁력과 

차별화된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 성과를 

만들어 온 준공현장을 소개한다.

울산 온양 발리 서희스타힐스

공사위치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499-10번지

공사기간 2015. 1. 10 ~ 2017. 9. 13  

공사규모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760세대

발 주 처 온양 지역주택조합

구미 문성 서희스타힐스

공사위치 경북 구미시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1B-2L)

공사기간 2015. 04. 03 ~ 2017. 12. 31

공사규모 59m2, 74m2, 84m2, 123m2 / 지하 2층 ~ 지상 28층 11개동 977세대

발 주 처 구미문성 지역주택조합

부산 장전역 서희스타힐스

공사위치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65-70번지    

공사기간 2015. 04. 20 ~ 2017. 07. 31

공사규모 지하 2층~지상 28층 3개동 324세대

발 주 처 부산 장전 지역주택조합

광주 각화동 서희스타힐스

공사위치 광주시 북구 각화동 412-1번지 

공사기간 2014. 12. 11~2017. 12. 10

공사규모 지하 3층~지상 35층 8개동 1,050세대

발 주 처 휴먼파크서희스타힐스지역주택조합

Hot Issue

서희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서희스타힐스’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흥행과 신뢰도 확보 노력에 힘입어 국내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서 8위를 

기록하며 Top 10 브랜드 위치를 확고히 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17년 11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건설회사 브랜드 30개의 빅데이터 

21,765,537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참여와 소통량, 커뮤니티 지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비율을 측정해 브랜드 평판지수를 발표했다. 

또한 같은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건설사 브랜드 평판지수에서도 16위를 차지하며 건설업체의 ‘스타’로 브랜드 가치를 입증하게 되었다.  

서희스타힐스 국내 아파트 브랜드 평판 8위 등극

서희건설이 한국신용평가(한신평)로부터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상향 조정과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한신평은 서

희건설이 현금흐름 개선으로 순차입금 축소되어 재무안정성이 제고되고, 매

출·이익 기여도가 높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여 양호

한 수익성과 재무구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 승인이 완료된 후 공사를 개시하고 있어 일반분

양에 대한 리스크와 영업자산의 급격한 증가 및 부실화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신용등급 상승과 함께 서희건설의 자금조

달 능력이 더 원활해질 전망으로 주력 사업인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희건설, 신용도 개선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 

더욱 탄력 받을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