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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69. 02. 01 성지건설(주) 설립 (서울시 중구 을지로4가 310)

79. 05. 31 서울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제79-12-1호)

1969 ~1979

80. 05. 24 군납업자 등록 (제A-013호)

80. 11. 30 전기공사업 제1종 면허 취득 (제384호)

81. 10. 15 본사 이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3)

82. 03. 29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제93호)

85. 03. 21 본사 이전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8 성지빌딩)

85. 04. 01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등록 (제4호)

86. 05. 30 대기오염 방지시설업 (제94호)

86. 05. 30 수질오염 방지시설업 등록 (제67호)

86. 07. 28 소방설비공사업 제 1, 2종 면허취득( 제86-5-5호)

87. 06. 03 건설부 주택건설지정업자 지정 (제94호)

89. 07. 07 본사 이전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89. 11. 20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제65호)

91. 07. 30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제82호)

92. 12. 04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제40호)

94. 03. 17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제33호)

94. 04. 29 유선통신선로 공사업 2등급 면허 취득 (11-2-595)

95. 03. 17 기업상장

96. 11. 01 ISO 9001 인증 (KMAQA)

97. 09. 01 대통령표창 수상(제105536호) 지하철 5호선 시공 유공

97. 10. 27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면허 취득 (제5호)

97. 11. 11 산업설비 공사업 면허 취득 (97-39호)

98. 11. 28 해외건설업(토건, 전기공사업, 산업환경설비) 면허 재취득

00. 10. 01 홈페이지 신규 개설

00. 11. 14 제5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대상 수상 (제1049호-경기도지사)

94. 04. 29 유선통신선로 공사업 2등급 면허 취득 (11-2-595)

01. 06. 22 ISO 14001 인증 취득 (KMAQA)
13. 10. 22 부산다운 건축상 공공부문 금상 수상 (부산시장)

02. 05. 01 2001년도 시공부문 우수건설업체 지정 (국방부 조달본부장)

02. 08. 19 기장경기장건설 유공 표창 수여 (부산광역시장)

02. 11. 27 국무총리 표창장 (제116309호)

(한일월드컵 개최를 통한 국가사회발전 유공)

02. 12. 31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장 (13013호) (건설교통업무발전 기여)

부산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사 우수 (부산광역시장)

04. 08. 09 인천광역시장 표창장 (제2015호)

인천지역발전 및 송도테크노파크 벤처빌딩 준공 기여

06. 10. 28 인천광역시장 건축상 수상 (제964호)

인천광역시 건축상 시상식 장려상 (리벨루스아파트)

06. 12. 28 안산시장 표창장 (제761호)

안산시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 (와∼ 스타디움 건립공사)

09. 08. 29 대전광역시장 표창장 (제20838호)

체육발전 기여 (용운국제수영장 건립공사)

09. 09. 01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표창장 (제1374호)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공기단축 기여

11. 11. 25 환경부장관 최우수 표창장 (제7940호)

제11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오산세교지구)

12. 12. 31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표창장 (제2012-048호) 

(호남지선선형개량공사 고품질 고속도로 건설 기여)

13. 03. 08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감사패 

(강서브라이트센터 건립공사 기여)

20. 12. 23 방글라데시 건설 및 부동산 사업개발 MOU 체결

(Pran-RFL 산하 PDL, Bangladesh)

20. 04. 20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 획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 04. 25 본사 이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625 덕명빌딩 14~15층)

20. 07. 1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획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 12. 11 인도네시아 탄중사우 항만 개발 MOA 체결 (PelindoⅠIndonesia)

17. 11. 21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감사패 (안산상공회의소 건립공사 기여)

1980 ~1989

90. 06. 18 대통령표창 수상(제76668호) 90 건설진흥촉진대회

해외건설업(특수공사업) 면허 취득 (제40호)

해외건설업(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제52호)

90. 09. 03 해외건설업(일반건설업) 면허 취득 (제66호)

(비시멘트계 및 비수지계 무기바인더를 적용시킨

환경친화형 도로포장방법)

15. 07. 13 특허권 출원 및 특허증 취득

(울산과기원 미래형이차전지 연구소,

사단법인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장)

17. 12. 01 생태환경건축대상 우수상 수상

(2018 평창올림픽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강릉스피드스케이트장 건립 공사 기여)

17. 12. 28 강원도지사 감사패 (제3833호)

1990 ~1999
00. 05. 26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서울-00112호)

도로교통발전 (2000-18호) 유공 도로교통협회장 표창 수상

00. 07. 07 제9회 도로의 날 및 경부고속도로 개통30주년 기념

2000 ~2009 2010 ~



열정적인 자세

Passion Complete 
완전한 품질

Innovation
지속적인 혁신

Color System

Corporate Identity

두께감 있고 견고한 Line(선)으로 완전한 품질을 자랑하는 성지건설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였습니다. 

지속성장의 글로벌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영문워드 타입으로 형상화 하였으며, 

열정과 변화의 오렌지계열 배색으로 창조경영의 성지건설을 더욱 인지시켰습니다.

‘열정적인 자세, 완전한 품질, 지속적인 혁신’

성지건설의 CI는 이 세가지 키워드를 담은 디자인입니다.

경영이념 완전한 품질로 고객과 함께 미래를 가꾸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존엄을 실현하며 나눔을 실천하여 밝은 사회를 구현한다.

최고의 높이, 정상을 의미하는 ‘heights’의 뜻을 담은

성지건설의 ‘HAITZ’는 차별화된 다양한 주거공간을 선보입니다.

PANTONE 716 C PANTONE 2336 CPANTONE 474 U

SUNGJEE
Orange

SUNGJEE
Dark Gray

SUNGJEE
Light Orange

Brand Identity

Color System

날렵하고 직선적인 형태의 미니멀한 Sans-Seirf 서체에 최소한의 곡선을 조합하여 견고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대지와 바람을 형상화한 곡선이 텍스트를 관통하는 형태를 통하여 하늘과 대지를 품은, 프리미엄 주거공간을 표현합니다.

인디고와 오렌지 컬러의 조합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비전을 함축하였습니다.

PANTONE 2767 C PANTONE 4281 CPANTONE 716 C

HAITZ
Indigo

HAITZ
Light Gray

HAITZ
Orange

HAITZ
Gold

HAITZ
Rose Gold

HAITZ
Silver Black

PANTONE 4024 U PANTONE 4034 U PANTONE 423 U

P L A T I N U M S I G N I T U R E M B L A C K



CIVIL
WORKS

국토개발의 역군으로서 수십년간 국가기반시설 건설에 앞장서 온 
성지건설은 주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성지건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합니다.

토목사업부문



토질공학, 암반공학, 지질공학, 발파공학, 환경공학, 교통공학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가는 성지건설의 첨단공학과 만나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성지건설의 첨단기술은 국토의 동서남북을 하나로 잇는 길을 만듭니다.

Road

서해안고속도로(인천~안산간)
•위       치 :
•공사기간 :

인천시 남구 학익동 ~ 인천시 남구 선학동
1990. 12. 29 ~ 1994. 11. 19

남해고속도로(냉정 ~ 구포간)
•위       치 :
•공사기간 :

경남 김해시 냉정 ~ 부산 부산진구 구포
1991. 10. 30 ~ 1996. 06. 30

중앙고속도로(원주~홍천간)
•위       치 :
•공사기간 :

강원 횡성 공근면 매곡리 ~ 월운리
1996. 08.15 ~ 2001. 08. 31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위       치 :
•공사기간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사리
1998.04.15 ~ 2004. 12. 07

용인 ~ 서울간 고속도로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 용인시 영덕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2005. 11. 08 ~ 2009. 06. 30

호남지선 13Km 선형개량공사
•위       치 :
•공사기간 :

충남 논산
2008. 12. 29 ~ 2012. 12. 03



고도의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교량부문에서도 성지건설의 우수한 기술력과 역량은 드러납니다. 
접근성의 효율을 높이고 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아름다운 건설미학으로 태어납니다.

산, 강, 사람, 비즈니스, 생활을 하나로 이어주는 골든라인을 설계합니다.

Bridge

마포대교
•위       치 :
•공사기간 :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 영등포구 여의도동
1996. 12. 20 ~ 2005. 12. 20

울산 태화교
•위       치 :
•공사기간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1989. 12. 28 ~ 1991. 04. 08 

내서 ~ 중리간 국도
•위       치 :
•공사기간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김천리 ~ 중리
1997. 02. 14 ~ 2006. 12. 31

마포대교 확장공사
•위       치 :
•공사기간 :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 영등포구 여의도동
1996. 12. 20 ~ 2005. 12. 20

대구 ~ 포항간 고속도로
•위       치 :
•공사기간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사리
1998. 04. 15 ~ 2004. 12. 07

서해안 고속도로 인천 ~ 안산간 학의1교
•위       치 :
•공사기간 :

인천시 남구 학익동 ~ 인천시 남구 선학동
1990. 12. 29 ~ 1994. 11. 19

남해고속도로(내서 ~ 냉정간)
•위       치 :
•공사기간 :

경상남도 김해시
1996. 03. 26 ~ 2001. 10. 06

범서 ~ 울산간 14번 국도 천소교
•위       치 :
•공사기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1998. 02. 23 ~ 2003. 12. 24



산이 국토의 70%를 뒤덮은 대한민국, 지형적 특징을 고려한다면 터널시공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경제와 산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바꾸는 힘, 터널시공도 전통과 역사의 성지 몫입니다.

국토의 70%가 산! 대한민국의 지형적 특징을 고려한 국토개발에 앞장섭니다.

Tunnel

원주 ~ 홍천간 중앙고속도로
•위       치 :
•공사기간 :

강원 횡성 공근면 매곡리 ~ 월운리
1996. 08. 15 ~ 2001. 08. 31

원주 ~ 홍천간 중앙고속도로
•위       치 :
•공사기간 :

강원 횡성 공근면 매곡리 ~ 월운리
1996. 08. 15 ~ 2001. 08. 31

야은 ~ 원덕간 도로
•위       치 :
•공사기간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 북하면
2003. 08. 28 ~ 2014. 12. 21

용인 ~ 서울간 고속도로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 용인시 영덕 ~ 서울 강남구 세곡동
2005. 11. 08 ~ 2009. 06. 30

순창 ~ 정읍간 29번 국도 복흥터널
•위       치 :
•공사기간 :

전라북도 순창
2004. 01. 12 ~ 2012. 12.  30

남해고속도로 내서 ~ 냉정간 김해터널
•위       치 :
•공사기간 :

경상남도 김해시
1996. 03. 26 ~ 2001. 10. 06



경부고속도로 이후 최대의 국책사업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에서 성지건설은 맡겨진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으며 전국 주요 도시의 지하철 건설 공사를 성황리에 완수하는 저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국가 대동맥 건설로 대한민국을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Railroad & Subway

서울 지하철 5호선(마포역)
•위       치 :
•공사기간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
1990. 12. 31 ~ 1997. 02. 28

경부고속철도 제 5-1공구
•위       치 :
•공사기간 :

충남 연기군 전동면 ~ 충북 청원군 강외면
1992. 07. 04 ~ 2000. 01. 20

경부2복선 전철 제 5공구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 평택시 ~ 충남 천안시
1996. 09. 10 ~ 2005. 04. 30

경부고속철도 제 12-4공구
•위       치 :
•공사기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2004. 02. 20 ~ 2009. 07. 31

서울 지하철 7호선(철산역)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 광명시 철산4동
1993. 11. 27 ~ 2000. 11. 30

인천도시철도 1호선 1-12공구
•위       치 :
•공사기간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994. 08. 23 ~ 1999. 12. 30



풍요로운 삶을 목표로 하는 택지개발과 수리시설 분야에서 수십 년간 쌓아 온 성지건설의 노하우와 
특화된 기술로 택지와 산업단지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간과 환경을 위한 기술로 땅과 물을 다스립니다.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송도 공유수면 호안축조공사
•위       치 :
•공사기간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공우수면
2001,01,17 ~ 2003. 10. 01

인천 구월지구 택지조성공사
•위       치 :
•공사기간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985. 12. 30 ~ 1989. 08. 31

마산 중리지구 공업용지 조성공사
•위       치 :
•공사기간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1990. 12. 01 ~ 1993. 06. 30

김해 장유지구 택지조성공사
•위       치 :
•공사기간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1996. 01. 21 ~ 2001. 08. 31

울산 옥현지구 대지조성공사
•위       치 :
•공사기간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997. 07. 31 ~ 2001. 06. 30



BUILDING

가장 가까이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온 성지건설은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완벽히 충족하는 건물창조에 앞장서며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용을 바탕으로 한 기획, 설계 및 시공기술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는 가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성지건설은 언제나 최상의 공간을 완성합니다.

건축사업부문

WORKS



지난 1984년 국내 최초로 오피스텔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마포 성지오피스텔’은 국내 오피스텔 문화의 효시가 되었으며, 
이후 성지건설은 계속되는 오피스텔의 성공사례로 업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성지건설은 이러한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차원의 비즈니스 공간을 창출할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오피스텔을 개발 공급한 것처럼 성지건설은 업무용빌딩 분야에 최강자입니다.

Business Building

천안 랜드마크 타워
•위       치 :
•공사기간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51-2
2003. 04. 01 ~ 2005. 12. 31

인천 성모병원
•위       치 :
•공사기간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5-8
2008. 07. 02 ~ 2010. 07. 07

인암빌딩
•위       치 :
•공사기간 :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1994. 09. 30 ~ 1997. 01. 17

역삼하이츠
•위       치 :
•공사기간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19
1988. 12. 20 ~ 1991. 08. 06

성지하이츠 II
•위       치 :
•공사기간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16
1991. 10. 01 ~ 1994. 04. 30

분당 KT사옥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000. 04. 30 ~ 2001. 07. 15

분당 파인디지털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001. 01. 01 ~ 2002. 03. 26



성지건설은 국내 최초의 국제 규격 아이스링크인 목동 아이스링크의 성공적인 시공에 이어 2002년 1월 인천 문학월드컵경기장을 
완벽하게 성공시킴으로써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스포츠 경기장도 성지건설입니다.

스포츠 경기장도 성지가 만들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됩니다.

Sports Complex

대전 용운수영장
•위       치 :
•공사기간 :

대전시  동구  동부로 138
2007. 12. 21 ~ 2009. 08. 12

서남권야구장
•위       치 :
•공사기간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2009. 02. 05 ~ 2015.  02. 28

목동 실내빙상경기장
•위       치 :
•공사기간 :

서울시  양천구 목1동
1987. 12. 29 ~ 1989. 10. 31

인천 문학야구장
•위       치 :
•공사기간 :

인천시  남구  문학동 31-1
1994. 07. 20 ~ 2002. 01. 31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기장경기장
•위       치 :
•공사기간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1999. 12. 11 ~ 2002. 08. 15

안산 와-스타디움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
2003. 04. 07 ~ 2006. 12. 12

천안 축구센터
•위       치 :
•공사기간 :

충남  천안시  성정동  602-1번지  외 132필지
2006. 03. 07  ~ 2008. 10. 27



거창 스포츠파크
•위       치 :
•공사기간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2006. 02. 28 ~ 2009. 09. 30

상주 실내체육관
•위       치 :
•공사기간 :

경북  상주  계산동 447
2009. 12.  28 ~ 2012.  04. 05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경기장
•위       치 :
•공사기간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257번지
2015. 05. 27 ~ 2017.  03. 26

장충 체육관
•위       치 :
•공사기간 :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2012.  05. 30 ~ 2014. 08. 31

인천공항 다목적 체육관
•위       치 :
•공사기간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17.  02. 08 ~ 2018. 04. 30



상업용 빌딩 및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의 높은 수준에 맞는 설계 시공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성지건설의 투철한 의지가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이용자의 성향에 맞는 맞춤형 설계로 깊이 있는 편익을 제공합니다.

Commercial & Culture Center

수원대학교 첨단과학 기술연구원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화성군 봉담읍 와우리 산2-2
1996. 03. 01 ~ 1999. 03. 12

인천 종합터미널
•위       치 :
•공사기간 :

인천시 남구 관교동 15번지
1994. 11. 25 ~ 1997. 11. 24

김제 문화예술회관
•위       치 :
•공사기간 :

전북 김제시 교동 280-1
2004.12.30 ~ 2007.09.19

마산 해운동 폭스존
•위       치 :
•공사기간 :

경남 마산시 해운동 68-1
2003. 09. 15 ~ 2006. 03. 31

수원 영통프라자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998-4
1997. 06. 11 ~ 2000. 12. 31

부산 미디어센터
•위       치 :
•공사기간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13B-8L
2004. 10. 28 ~ 2005. 09. 27

동아방송대학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632-18
1989. 12. 20 ~ 2001. 02. 28



분당월드유통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2006. 02. 28 ~ 2009. 09. 30

SJ테크노빌
•위       치 :
•공사기간 :

서울 금천구 벚꽃로
2004. 02. 02 ~ 2005. 02. 25

안산시험연구센터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2005. 07. 20 ~ 2007. 06. 30

울산 과학 기술대학교
•위       치 :
•공사기간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2015. 03. 23 ~ 2016. 11. 30

경안동 주민센터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53-2
2015. 07. 15 ~ 2017. 02. 28

화성특수학교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통산2신도시
2014. 06. 29 ~ 2016. 01. 25

안산상공회의소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16. 03. 29 ~ 2017. 07. 31



푸르른 자연과 녹색의 바람을 누릴 수 있도록 성지건설의 호텔 및 휴양시설은 
앞선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인텔리전트의 쾌적공간을 제공합니다.

현대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행복공간을 연출합니다.

Hotel & Leisure Facility

라비돌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1992. 05. 27 ~ 1995. 06. 30

영동관광호텔
•위       치 :
•공사기간 :

서울 강남구 논현동 6번지
1978. 02. 22 ~ 1979. 08. 30

창원관광호텔
•위       치 :
•공사기간 :

경남 창원시 중앙동 99-4
1992. 04. 26 ~ 1982. 12. 31

설악 현대훼미리타운
•위       치 :
•공사기간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179외
1991. 09. 10 ~ 1992. 12. 26



대자연, 골프장의 퀄리티, 매너, 룰이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이는 컨트리클럽은 인생을 배우는 진정한 필드입니다. 
성지건설의 컨트리클럽에서 완성도 높은 라운딩을 즐기십시오.

대자연과 기술로 완성하는 컨트리클럽도 성지건설이 만들면 다릅니다.

Country Club

라비돌 퍼블릭골프장 클럽하우스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1992. 05. 27 ~ 1995. 06. 30

라비돌 퍼블릭골프장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1992. 05. 27 ~ 1995. 06. 30

도고 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위       치 :
•공사기간 :

충남 아산시 선장면 신성리 113-8
1973. 10. 15 ~ 1973. 12. 23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건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건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며 
무엇보다도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성지건설의 리모델링은 경제적인 사업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지 리모델링은 건물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여 재탄생시킵니다.

Remodeling

한국산업은행(삼일빌딩) 본점
•위       치 :
•공사기간 :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10-2
1987. 04. 01 ~ 1989. 09. 11

성프란치스꼬 수녀회 부산 양정수녀원
•위       치 :
•공사기간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429-1
2001. 05. 16 ~ 2002. 02. 28

광명 파보레 쇼핑센터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 광명시 철산동 261
2003. 11. 20 ~ 2004. 10. 20

농협전문대학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38-27
1987. 01. 10 ~ 1987. 11. 20

부평 이마트
•위       치 :
•공사기간 :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171
1999. 08. 09 ~ 1999. 12. 21



뛰어난 교통 편의성, 원활한 비즈니스 인프라,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품격 높은 설계에 이르기까지 
귀사의 비즈니스에 꼭 맞춘 지식산업센터, 성지건설이 선사합니다.

자부심으로 빛나는 귀사의 첫 번째 사옥이 되겠습니다.

Knowledge Industry Center

김포 이젠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김포시 양촌 지방산업단지
2007. 05. 17 ~ 2009. 03. 10

가산 IT
•위       치 :
•공사기간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9
2005. 08. 01 ~ 2007. 05. 04

성원 P&I 파주공장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파주시 신촌동
2014. 03. 25 ~ 2014. 09. 30

인덕원 성지 스타위드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008. 09. 26 ~ 2010. 08. 30



HOUSING

성지건설에게 ‘고객이라는 단어는 힘을 부여받는 희망에너지이자 
성지건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고객이 꿈꾸는 삶에 가장 가깝게 
고객의 희망까지도 설계하는 성지건설 – 최고의 생활공간에서 
행복을 담아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행복은 성지건설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주택사업부문

WORKS



행복한 가정과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게 해주는 성지건설은 
자연, 사람, 행복이 조화로운 아름다운 집, 즐거운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삶의 깊이와 품위를 느낄 수 있는 한편의 에세이집

Apartments

수원 권선 공무원아파트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999. 03 05 ~ 2001. 09. 04

용인 수지 성지아파트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1997. 09. 05 ~ 2000. 05. 27

천안 성지아파트
•위       치 :
•공사기간 :

충청남도 천안시 신방동 873
1994. 10. 01 ~ 1997. 03. 31

수원 정자 성지아파트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996. 12. 01 ~ 1999. 10. 20

인천송도 리벨루스 아파트
•위       치 :
•공사기간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91-16
2003. 11. 14 ~ 2006. 04. 30



당진석문아파트
•위       치 :
•공사기간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2015. 12. 03 ~ 2017. 10. 27

분당 이매동 성지아파트
•위       치 :
•공사기간 :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7길 2-3
1990. 01. 20 ~ 1992. 10. 30

남춘천주공아파트
•위       치 :
•공사기간 :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2009. 04. 20 ~ 2011. 05. 17

향남 주공아파트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2006. 06. 26 ~ 2009. 10. 18

오산세교 LH 행복주택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600-3
2015. 08. 31 ~ 2017. 09. 08

남양주 별내아파트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2012. 10. 22 ~ 2014. 09. 13

부산 리벨루스 성지아파트
•위       치 :
•공사기간 :

부산 금정구 명서로 94
2002. 10. 21 ~ 2004. 11. 20

보령 성지아파트
•위       치 :
•공사기간 :

충청남도 보령시 지장골길령
2002. 01. 10 ~ 2004. 11. 25



다양한 생활편의시설과 쾌적하고 창조적인 공간연출로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만족시키는 
품격높은 주거공간에도 앞선 트렌드를 이끌어내는 성지건설의 섬세한 안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를 위한 고품격 주거공간에도 성지가 있습니다.

Residence

여의도 파크센터
•위       치 :
•공사기간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3
2002. 11. 11 ~ 2007. 06. 30

성지 라빌레뜨
•위       치 :
•공사기간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002. 08. 12 ~ 2004. 10. 04

여의도 파크센터
•위       치 :
•공사기간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3
2002. 11. 11 ~ 2007. 06. 30

익산시 창인동 주상복합
•위       치 :
•공사기간 :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7길 2-3
2015. 12. 01 ~ 2017. 11. 29



OVERSEAS
WORKS

최고의 신뢰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해외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완수하며 
쌓아온 실적과 끊임없이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사업 파트너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성지건설은 세계 속의 기업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성지건설,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입니다.

해외사업부문



1998년 시작된 해외 프로젝트는 성지건설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의 건설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성지건설의 해외 프로젝트는 세계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Overseas Project

DAEYU B/D COMPOSITE TEXTILE MILL PROJECT
•위       치 :
•공사기간 :

방글라데시 사바 EPZ
1997. 08. 15 ~ 1998. 12. 30

MAINTENANCE FACILITY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1999. 06. 01 ~ 2002. 05. 17

PATRIOT BATTALION VEHICLE MAINTENANCE COMPLEX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평택시 안정리
2001. 06. 28 ~ 2006. 07. 22

DINING FACILITY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1998. 09. 21 ~ 2000. 08. 26

JAMUNA BRIDGE ACCESS ROAD PROJECT
•위       치 :
•공사기간 :

방글라데시 탕가일
1998. 03. 27 ~ 2002. 12 .31



SPECIAL
WORKS

지구를 살리는 첨단환경시설, 대규모 공장 시설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창조와 인류복지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성지건설의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완벽한 성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지건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환경·에너지/조경사업부문



성지건설은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다양한 환경설비 시공에 있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케 하는 첨단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지건설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자연생태계를 지킵니다.

Environmental Facility

금촌 하수처리장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 파주시 금촌동 714
2003. 03. 06 ~ 2005. 03. 05

단월 하수처리장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 이천시 단월동 274-4
2001. 12. 22 ~ 2004. 06. 21

위천 하수처리장
•위       치 :
•공사기간 :

경남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4-7
2006. 08. 31 ~ 2011. 11. 30

거창 하수처리장
•위       치 :
•공사기간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297
2006. 08. 31 ~ 2011. 11. 30

영도 하수처리장
•위       치 :
•공사기간 :

부산시 영도구 동삼3동 175-2
2001.11. 30 ~ 2006. 11. 30

삼가 하수처리장
•위       치 :
•공사기간 :

경남 합천군 삼가면 두모리 529
2006. 08. 31 ~ 2011. 11. 30



거창 스포츠파크 조경공사
•위       치 :
•공사기간 :

경남 거창군 양평리 공설운동장
2006. 02. 28 ~ 2009. 12. 31

김포 한강신도시 조경공사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2012. 09. 27 ~ 2017. 10. 31

오산 세교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위       치 :
•공사기간 :

경기 오산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008. 03. 24 ~ 2012. 04.08

인천 문학 월드컵경기장 조경공사
•위       치 :
•공사기간 :

인천시 남구 문학동
1994. 07. 20 ~ 2002. 01. 31

천안 축구센터 조경공사
•위       치 :
•공사기간 :

충남 천안시 성정동 602-1
2006. 03. 07 ~ 2008. 10. 27

주거공간은 물론 빌딩, 공원, 경기장 등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모든 공간에 자연을 플러스하여 
건강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에코스페이스를 창조합니다.

사람과 함께 자연이 숨쉬는 완성도 높은 생활문화공간을 설계합니다.

Landscape Architecture



正道경영, 사회와 함께 하는 봉사경영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회장

대표이사

영업본부

공공영업팀

민간영업팀

기술개발팀

기술영업팀

건축팀

토목팀

기전팀

안전관리팀

재무회계팀

인사총무팀

전략기획팀

외주구매팀

건설실행본부 경영관리본부

ORGANIZATION 3본부 12팀CEO’s MESSAGE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는 기업

성지건설은 1969년 창립 이래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불굴의 의지와 

오랜 경험, 숙련된 기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설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인천문학경기장을 비롯하여 대구-포항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공사 등 건축, 토목 분야의 국가 

기간산업을 비롯하여 최초의 오피스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일반 민간 건설 사업 및 해외 건설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알찬 기업으로 성장해 왔으며,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성지건설은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재를 육성하여 

보다 견실한 회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언제나 열정적인 자세로 변화에 

당당히 맞서며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성지건설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전병우



고객의 믿음에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로 답하는 

품질우량기업 성지건설은 

앞으로도 최고의 만족을 이어가겠습니다.

건설업면허증(토목건축공사업)

건설업면허증(철강재설치공사업) 건설업면허증(조경공사업) 전기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해외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해외건설업(환경설비공사업) 해외건설업(전기공사업) 주택건설, 대지조성 등록증 방지시설업등록증

건설업면허증(산업설비공사업)

ISO14001 인증서 ISO9001 인증서

LICENSE

CERTIFICATION





OUR RECORDS
Apartments & Residence

Overseas Project

Environmental Facilities

Landscape Architecture

성지건설이 새로운 얼굴로
다시 출발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펼쳐가는 성지건설이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의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받는 건설명가로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