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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의
시대정신
적극적인 의지!
합리적인 결정!
강력한 추진력!

석정도시개발 전속모델

설정환, 정유민

SeokJeong I Ceo Message

Ceo Message

지금까지
바른 생각으로 걸어온 만큼
앞으로도 바른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 및 마케팅 전문회사로서 신 주거문화의 패러다임을 개척하고 혁신적인 부동산 마케팅

인재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들의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실력 있는 업체들과 협조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온 석정도시개발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속에서도 오직, 사람을

저희 석정도시개발과 함께하는 고객의 미래를 행복하게 키워 가겠습니다.

행복하게 하는 바른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선 가치는 바른 생각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석정도시개발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도, 익숙치

어려운 부동산 시장 환경을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바른 생각으로

않은 일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 기꺼이 앞장서 걸어가겠습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가치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편법으로 이루어진 지름길로 순간의 이익에 만족하기보다, 정도를 앞세운 바른 길로 모두가 행복한

감사합니다.

미래를 키우고 있습니다.
바른 생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바른 길로 미래를 개척해 온 석정도시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완벽한 세상이기에 지금까지 이룬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이뤄야 할 많은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모든 임직원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길로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인 만큼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능력 있는

회장 이 창 섭

SeokJeong I Philosophy

사람을 향한 바른 생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치로 실현합니다

석정도시개발
그룹개요

Philosophy

경영이념

사업장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길 10, 1층 (뱅뱅별관)

설 립 년 도

2010년 12월 06일

회

장

이창섭

업

태

종합건설업, 주택개발사업, 종합인테리어, 광고

업

종

주택건설업, 부동산서비스, 광고대행

기술인 보유

건축기사 4인 / 토목기사 1인 / 산업디자이너 4인

수 행 업 무

부동산개발, 주택개발, 상업시설개발, 분양대행,
광고대행, 인테리어 디자인

•온 마음으로(一心)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미래 창조

경영방침
•한박자 빠르게 수행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창조한다
•한단계 더 높게 달성한다

행동지침
•나는 주인이다
•나는 프로젝트를 대표하며 내가 바로 사장이다
•나는 그 누구보다 최일선에 선다
•나는 우리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사명감으로 일한다
•나는 발전을 위해 항상 개발하고 개척한다
•나는 우리를 제1순위 투자처로 여긴다

SeokJeong I Organization & Success Business

Organization

석정도시개발 그룹소개

석정도시개발은 최고의 부동산개발 및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야별 독립적인 자회사 시스템으로

사람에게 바른기업 사람을 향한 바른 생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치로 실현합니다

조직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최선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계열사들 간
완벽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주저하지 않는 석정도시개발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이 뛰어난 계열사들간의 유기적인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완벽한 통합 부동산 마케팅을 추구하고

발

마케팅전략 / 광고기획・제작 /
매체대행

석

정

합건

설

04

(주)석정도안마크써밋

(주)석정마크써밋

(주)석정애드써밋

(주)석정아이앤디

(주)석정비앤이

(주)석정종합건설

석

주택개발사업 / 상업시설개발 /
호텔레저사업 / 마켓리서치 CM, PM

종

이앤

디

03

광고 / 홍보

(주)석정스포츠단

정

아

정

비

인테리어 / 디자인
상품기획 / 설계・시공

앤이
회

적

책임

활동

06

감사

밋

개발사업

석

회장

드써

05

수주, 투자 자문위원회

정

애

사

석

시개

02

정

도

01

석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개발 및 스포츠단, 사회공헌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 / 건축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사회공헌

토목사업 / 주택사업 / 건축사업

솔라트리 개발・판매 /
친환경플랫폼 연구・개발

강남드림빌 후원 / 대한탁구협회 후원 /
펜싱 실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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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부동산개발시행

01

과학적인 분석과 철저한 검증으로

전문가들의 차별화된 크리에이티브로

부동산의 미래가치를 극대화시킵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부동산 개발 시행전에 전문가들이 사업성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사업성을 수익성으로 연결시켜 주는 전략을 현실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성공적인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광고회사 석정애드써밋을 설립,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타겟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개발전략

분양 대행 전략

부동산
개발시행

02

주택개발 시행 전략

광고대행
사업성 검토

표적시장 분석

• 마케팅전략

건설 광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석정애드써밋의 풍부한 노하우로
클라이언트와 시장의 맥을 정확히 짚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경쟁시장 분석

기획 / 제안 요소 도출

법적 제한 검토

• 광고기획∙제작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고객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크리에이티브로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 매 체 대 행
Feed Back

분양전략 수집

사업성 검토

시장 조사 연구

날로 다변화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보다 정교한 타겟팅과 매체운용으로 광고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개발 전략 수립
Master Planning
설계 전략 수립

공간구성 계획

시공사 선정
마케팅 / 광고 전략
자금계획 수립
제3 Project

마케팅 / 광고 대행
분양전략

Feed Back

MAN-POWER

CREATIVE-POWER

MEDIA MIX-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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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

인테리어

트렌디한 감각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할 최고의 기술로

고객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을 만듭니다!

정직한 시공,
신뢰의 건축을 약속합니다!

시대를 이끄는 트렌디한 감각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클라이언트의 만족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편안한 공간,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간을 선사합니다.

발주처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늘 새로움을 창조하고
시대를 앞서는 건축공간으로 도시를 빛내며, 나아가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석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03

04

인테리어

토목/건축
• 상 품 기 획

멋이 아닌 삶에 포커스를 맞춘 기능적이고 감각적인 인테리어 디자인과 제품으로

• 토 목 사 업

기간시설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트렌드를 선도하며, 고객의 편안함과 행복을 책임집니다.

• 설계 및 시공

전시용 모델하우스부터 오피스, 주거까지 다양한 분야의 설계·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토목 기술을 섭렵하고 있습니다.

• 주 택 사 업

획기적인 상품개발과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주거문화 개선 등
지속적인 차별화된 생각으로 행복하고 편리한 삶이 우선이 되는 주택을 짓습니다.

공간의 재발견, 공간활용의 극대화에 집중합니다.

• 건 축 사 업

무한한 상상력과 석정의 기술로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 건축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합니다.

주택사업

건축사업

토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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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으로

사람을 향한 바른 생각으로 바른 도시를 지음과 동시에

인간과 도시의 미래를
더 밝고 안전하게 합니다!

기업 활동 중 하나인
사회적 책임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탄소중립 아젠다에 부합하기 위하여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여
IoT, 뉴미디어 컨텐츠와 아름다운 야경과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존과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능 있는 문화체육인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정기적인 지원과 함께 보육시설의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시설 보수 및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정그룹은 대한민국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온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05

06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사회공헌
• 솔라트리
개발∙판매

태양광에너지를 축전하여 미세먼지 집진, 살균 등의 공중보건 개선 기능과 이색적인 경관조명

• 친환경플랫폼
연구∙개발

CCTV 기능, 배터리충전 기능, 광고디스플레이 등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여 아파트

기능 등을 수행하는 자가발전식 ‘스마트솔라트리’를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경물, 버스정류장쉘터, 흡연부스 등 친환경플랫폼의 다변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 펜싱 실업팀
창
단

전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남현희 감독이 사령탑을 맡아 여자 플러레 실업팀을 창단하여

• 바이애슬론
장 학 사 업

바이애슬론 유망주들에게 유학자금 및 장비구매 비용 등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 대한탁구협회
후
원

유승민 IOC 위원이 이끌고 있는 대한탁구협회의 연간 후원사로서, 대한민국 탁구종목의

• 강남 드림빌
후
원

아동양육시설 강남 드림빌에 수년째 꾸준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금전기부뿐만이 아닌

20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 및 훈련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과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대회 개최 및 상금 협찬 등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리모델링, 가전교체, 대내외활동 지원 등 100 여명의 드림빌 식구들을 위한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SeokJeong UrbanDevelopment

Everyone is happy!

SEOKJEONG
URBAN
DEVELOPMENT

SeokJeong Urban Development I Portfolio

01

02

대전 도안자이 트리츠

대전 도안자이 26BL

Daejeon DoanXi Treats

Daejeon DoanXi 26BL
Housing
Works

시기 2022년 예정 I 위치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267-3번지 일원 I 규모 지하2층, 지상40층 10개동 I 세대수 1,092세대(예정) I 시공사 GS건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Housing
Works

시기 2022년 예정 I 위치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267-3번지 일원 I 규모 지하2층, 지상40층 I 세대수 1,200세대(예정) I 시공사 GS건설(예정)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SeokJeong Urban Development I Portfolio

03

04

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

대구 범어마크써밋

Osong Station Hyundai Hillstate

Daegu Beomeo MarkSumit
Housing
Works

시기 2020년 5월 오픈 I 위치 오송역세권지구 A1 I 규모 지하2층, 지상25층 24개동 I 세대수 2,094세대(예정) I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Housing
Works

시기 2020년 11월 오픈 I 위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22-11번지 일대 I 규모 지하5층, 지상45층 8개동
세대수 아파트 807세대(예정), 오피스텔160실(예정) I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SeokJeong Urban Development I Portfolio

05

06

스마트시티오산 롯데캐슬

고산3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중)

SmartCity Osan Lotte Castle

Gosan District 3 Urban Development Project
Housing
Works

시기 2021년 예정 I 위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95번지 일원 I 규모 지하2층, 지상27층 16개동 I 세대수 1,672세대(예정) I 시공사 롯데건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Housing
Works

시기 2023년 예정 I 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263-1번지 일원 I 규모 지하2층, 지상 25층 I 세대수 약 3천여 세대(예정) I 시공사 미정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SeokJeong Urban Development I Portfolio

07

08

오산 부산동 도시개발사업(추진중)

천안직산 삼은지구 공동주택사업 (추진중)

Osan Busan-dong Urban Development Project

Cheonan Jiksan Sameun District Urban Development Project
Housing
Works

시기 2023년 예정 I 위치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613-12번지 일원 I 규모 지하2층, 지상 25층 I 세대수 약 4천여 세대(예정) I 시공사 미정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Housing
Works

시기 2023년 예정 I 위치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204번지 일원 I 규모 지하2층, 지상 29층 I 세대수 약 3,700여 세대(예정) I 시공사 미정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SeokJeong Urban Development I Portfolio

09
경기 광주 태전동
아이파크

Housing
Works

Gyeonggi Gwangju Taejeon ipark

11
제주 석정누리마루
3차
Jeju Seokjeongnurimaru 3rd

시

기

2017년 11월 준공

시

기

2011년 10월 준공

위

치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87번지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흥동 487

규

모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규

모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세대수

640세대

세대수

공동주택 18세대 / 오피스텔 10실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석정종합건설

10
제주 석정누리마루
1차

Housing
Works

12
제주 석정씨티빌
Jeju Seokjeong Cityville

Jeju Seokjeongnurimaru 1st

시

기

2010년 3월 준공

시

기

2011년 12월 준공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흥동 487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780-1

규

모

공동주택

규

모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세대수

16세대

세대수

87세대

시공사

석정종합건설

시공사

석정종합건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Housing
Works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Housing
Works

13
제주인 관광호텔

Hotel &
Leisure

Jejuin TourismHotel

시

기

2015년 7월 준공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내도동 277-1

규

모

숙박시설(관광호텔) 및 근린생활시설

세대수

77실

시공사

석정종합건설

14
제주 아인피플
관광호텔
Jeju Einpeople TourismHotel

시

기

2013년 11월 준공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내도동 239-1

규

모

숙박시설(관광호텔)

세대수

51실

시공사

석정종합건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Hotel & Office

SeokJeong Adsummit

Beyond Advertising!

SEOKJEONG
ADSUMMIT

SeokJeong Adsummit I Portfolio

광고,
그 이상의
수를 두다

석정애드써밋
주요프로젝트
평택 송화지구 힐스테이트
월배역 그랜드원
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
신림 파라곤 더 밀리안
범어2차 현대 힐스테이트
새절역 프리미엘 금호어울림
강서한강자이TOWER
강서한강자이

시대와 세대가 변화하는 만큼 광고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사 푸르지오 시티

미디어가 다변화되는 만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강남역 센트럴 푸리지오 시티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이제, 광고는 진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힐스테이트 펜타힐즈
석정애드써밋은 광고를 커뮤니케이션 그 이상의 역할로 내다보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시야와 사고, 한계를 넘어서는 발상으로 새로운
기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세대와 공감하고, 미디어의 발전보다 한걸음
앞서가서 광고가 광고로 그치지 않고, 마케팅 수익으로 연결해주는 것이
클라이언트를 위한 광고회사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에 석정애드써밋은
오늘 밤도 쉬지 않고 내일의 광고를 고민합니다.

구리 갈매역 아이파크
창원 용지 아이파크
원주혁신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울산 대현 더샵
연동 하우스디어반
위례 우남역 헤리움
문정역 대명벨리온

(주)석정애드써밋

SeokJeong Adsummit I Client

SEOKJEONG ADSUMMIT

Client

클라이언트를 보면
석정애드써밋이 보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석정애드써밋과 함께 성장해온 클라이언트를 보면 그 능력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와 함께 성공을 누리는 기쁨을 당신과 다시 한번 누리고 싶습니다.

SeokJeong Adsummit I Portfolio

01
평택 송화지구 힐스테이트
Pyeong Taek Song Hwajigu Hillstate
현대엔지니어링

평택 송화지구 힐스테이트
Cable TV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SeokJeong Adsummit I Portfolio

02
대구 월배역 그랜드원
Daegu Wolbae Station Grandone

대구 월배역 그랜드원
Cable TV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SeokJeong Adsummit I Portfolio

03
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
Osong Station Hyundai Hillstate
현대엔지니어링

오송역 현대 스테이트
Cable TV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SeokJeong Adsummit I Portfolio

04
신림 파라곤 더 밀리안
Sillim Paragon The Millian
동양건설산업

신림 파라곤 더 밀리안
Publicity Images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SeokJeong Adsummit I Portfolio

05
범어 마크써밋
Beomeo Mark Summit
현대엔지니어링

범어 마크써밋
Publicity Images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SeokJeong Adsummit I Portfolio

06

07

새절역 프리미엘
금호어울림

강서한강자이
TOWER

Saejeol Station Premiel Kumho

Gangseo Han River Xi Tower

금호건설

GS건설

08
강서한강자이
Gangseo Han River Xi

GS건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SeokJeong Adsummit I Portfolio

09

11

미사
푸르지오 시티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Misa Prugio City

Hillstate Songdo The Terrace

대우건설

현대건설

10

12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힐스테이트
펜타힐즈

Gangnam central Prugio City

Hillstate Penta Hills

대우건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SeokJeong Adsummit I Portfolio

13

15

구리 갈매역
아이파크

원주혁신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Guri Galmae Station ipark

Wonju innovation
Jungheung-Sclass Pradium
현대산업개발

중흥건설

14
창원 용지
아이파크
Changwon Yongji ipark

현대산업개발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SeokJeong Adsummit I Portfolio

16

18

울산 대현 더샵

위례 우남역
헤리움

Ulsan Daehyeon The Sharp

Wirye Unam Station Helieum

포스코건설
힘찬건설

17

19

연동
하우스디어반

문정역
대명벨리온

Yeondong HausD Urban

Munjeong Station
Daemyung Valleyon

대보건설
대명건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SeokJeong Interior&Design

Design your life!

SEOKJEONG
INTERIOR

SeokJeong Interior&Design I Portfolio

공간을
넘어
삶 속으로

석정아이앤디
주요프로젝트
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대구 월배역 그랜드원 아파트
평택 송화 힐스테이트 아파트
대구 칠성 힐스테이트 아파트
범어마크써밋 주상복합
여수 신기 휴스티지 주상복합
신경주 KTX 역세권 줌파크 아파트
권선 행정타운 줌시티 오피스텔
부산 맨해튼 줌시티 오피스텔
고양 화정역 동문 디이스트 오피스텔
청라 가림타워 스위트 오피스텔

석정아이앤디는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창조적 디자인을 추구하며 항상 작가 정신으로 작업의

여의도 유비스타시티 도시형생활주택
분당 정자 아이파크

만족과 완성도로 고객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에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서초 아크로비스타

고객이 만족하는 공간, 머물렀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

순천 중우 아팰리스 더힐 타운하우스
용인 동백 엘가주택 타운하우스

바로 석정아이앤디가 추구하는 공간입니다.

양평 살구마을 타운하우스

클라이언트,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시대를 앞서는 트렌디한 감각과 크리에이티브한 지구력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기업 석정아이앤디입니다.

세종 리즈데이즈 타운하우스
KMI VIP 레지던스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로비 외
RWE 코리아 오피스
석정도시개발 오피스
석정애드써밋&아이앤디 오피스

(주)석정아이앤디

석정마크써밋 대전지사 오피스
석정비앤이 오피스
석정마크써밋스포츠단 펜싱클럽
백운호수 초등학교 도서관

SeokJeong Interior&Design I Client

SEOKJEONG I&D
Client
빛나는 클라이언트를 보면
빛나는 성공이 보인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수의 기업들을 클라이언트로 모시고 있는 석정아이앤디,
이제 더 행복한 공간을 통해 더 빛나는 성공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석정아이앤디를 만나보십시오.
클라이언트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SeokJeong Interior&Design I Portfolio

01
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

주택홍보관 및 단위세대

Osong Station Hyundai Hillstate

아파트 59, 74, 84B

Model
House

SeokJeong Interior&Design I Portfolio

02
대구 범어마크써밋
Daegu Beomeo MarkSumit

주택홍보관 및 단위세대
주상복합 84A, 84B

Model
House

SeokJeong Interior&Design I Portfolio

03
대구 월배역 그랜드원
Daegu Wolbae Station Grandone

주택홍보관 및 단위세대
아파트 84A, 84B

Model
House

SeokJeong Interior&Design I Portfolio

04
평택 송화 힐스테이트

주택홍보관 및 단위세대

PyeongTaek SongHwa Hillstate

아파트 74, 84

Model
House

SeokJeong Interior&Design I Portfolio

05
신경주 메트로 줌파크

단위세대

Singyeongju the Metro Zoompark

아파트 84A,84B

Model
House

SeokJeong Interior&Design I Portfolio

06
부산 맨해튼 줌시티(금융단지)
Busan Manhattan Zoom City

주택홍보관 및 단위세대
오피스텔 24A, 27C

Officetel

SeokJeong Interior&Design I Portfolio

07
청라 가림타워 스위트

단위세대

Cheongna Galimtower Suite

오피스텔 55, 75A

Model
House

SeokJeong Interior&Design I Portfolio

08
고양 화정역 동문 디이스트

주택홍보관 및 단위세대

Goyang Hwajeong Station Dongmoon THE EST

오피스텔 83D / Da

Model
House

SeokJeong Interior&Design I Portfolio

09
분당 정자 아이파크

아파트 리노베이션

Bundang Jeongja IPARK

72평

Apartment

SeokJeong Interior&Design I Portfolio

10
용인 동백 엘가주택

단독주택신축

Yongin Dongbaek Elga House

80평

Town House

SeokJeong Interior&Design I Portfolio

11

12

양평 살구마을 타운하우스

세종 리즈데이즈 타운하우스

Yangpyeong Apricot Village Town House

Sejong Leeds Days Town House

단위세대

단위세대

32, 45평

232B, C, E1

Town House

Town House

SeokJeong Interior&Design I Portfolio

13

14

KMI VIP 레지던스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로비 및 국제회의장
트렌드업 설계

(KIA자동차 VIP 레지던스)
KMI VIP Residence

University of Seoul
(Centennial Memorial Hall and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Town House

Public Facility

SeokJeong Interior&Design I Portfolio

15
석정도시개발 본사 1층

오피스

Seokjeong Urban Development Company 1F Office

127평

Office

SeokJeong Interior&Design I Portfolio

16

17

석정도시개발 본사 2층

석정도시개발 식당

Seokjeong Urban Development Company 2F Office

Seokjeong Urban Development Company Cafeteria

오피스

구내식당

50평

28평

Office

Office Facility

SeokJeong Interior&Design I Portfolio

18

19

문정법조단지 문정역 테라타워
봉보니에 오피스

Munjeong Legal complex Tera Tower_bonbonier Office
오피스 26평

문정법조단지 현대지식산업센터
서안건설 오피스

Munjeong Legal complex Hyundai Knowledge Industry Center_SEOAN Office
오피스 80평

Office

Office

SeokJeong Interior&Design I Portfolio

20
석정스포츠단 펜싱장

체육관

Seokjeong Sports Club Fencing Training Center

118평

Sports Facility

SeokJeong Interior&Design I Portfolio

21
유창 풍세공장 모듈러전시실

전시실

YOOCHANG Pungse Factory, Modular Exhibition

50평

Sports Facility

SeokJeong Interior&Design I Portfolio

22

23

음성 충북혁신도시 H호텔

백운호수 초등학교 도서관

Eumseong Chungbuk Innovation City H Hotel

Baekwoonhosu Elementary School Library

부티크호텔

도서관

45객실

115평

Commercial
Facility

Public Facility

SeokJeong General Construction

Builds Imagination!

SEOKJEONG
general
Construction

SeokJeong
Construction
I Portfolio
Seok-JeongGeneral
Adsummit
I CEO Message

행복한
상상을
짓다

25

석정종합건설
주요프로젝트
청주시 상당구 동남지구 근린생활시설
청주시 상당구 방서지구 근생주택
청주 방서지구 15블록 6로트 근린생활시설
청주 쌍수리 근생주택
청주 카페 엔트라포레

고객을 위한 진심과 최고의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주거문화를 새롭게 바꿀

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종합건설회사 (주)석정종합건설. 고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건축물이라는 공간 안에 삶의 이상적인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대전 도안마크써밋 사옥

그 가치는 화려하고 빛나는 공간만이 아닌 공간에 창조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더 나은

제주 석정누리마루 1차, 3차

삶에 대한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주 석정씨티빌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시공만을 바라보며 꾸준히 노력하는 기업,
한순간도 신뢰를 잃지 않으며 진심은 통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업,

제주인 관광호텔

(주)석정종합건설과 함께 행복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보십시오.
제주 아인피플 관광호텔

(주)석정종합건설

SeokJeong General Construction I Portfolio

01

02

청주 상당구 동남지구 근린생활시설

청주 상당구 방서지구 근생주택

Cheongju Sangdang-gu Dongnam Resuscitation House

Cheongju Sangdang-gu Bangseo Resuscitation House
Housing
Works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Housing
Works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SeokJeong General Construction I Portfolio

03

04

청주 방서지구15블록6로트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청주 쌍수리 근생주택

Cheongju Bangseo District 15 Block 6-Lot Commercial facilities Construction

Cheongju Ssangsuri Resuscitation House
Housing
Works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Housing
Works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SeokJeong General Construction I Portfolio

05

06

청주 카페 엔트라포레
Osong Station Hyundai Hillstate Modelhouse
Cafe

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Model House

Osong Station Hyundai Hillstate
Modelhouse

07
대전 도안마크써밋
사옥
Daejeon DoanMarkSummit
Office building

Office building

SeokJeong General Construction I Portfolio

08

10

제주 석정누리마루 1차, 3차

제주인 관광호텔

Jeju Seokjeongnurimaru 1st, 3rd

09
제주 석정씨티빌
Jeju Seokjeong Cityville

Housing
Works

Housing
Works

Jejuin TourismHotel

11
제주 아인피플
관광호텔
Jeju Einpeople TourismHotel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Hotel &
Leisure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Hotel & Office

SeokJeong General Construction

For the environment!

SEOKJEONG
bNE

Seok-Jeong BNE I Portfolio

도시를
밝히는
친환경 에너지

석정비앤이
주요설치사례
석정 본사
옥상 직원휴게공간
전북 부안경찰서
부여 국유림관리소
신진도 산림수련관
변산 산림수련관
신탄진 어린이공원

㈜석정비앤이의 모든 임직원은 한마음으로 스마트 솔라트리 시스템을 도시 미관 개선을 넘어
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자는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걸러내 도시를 더 깨끗하고
밝게 만드는 한 그루 한 그루의 솔라트리 숲을 조성하여 마음 놓고 삶을 영위하며 동시에

인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전 대덕구 중앙어린이공원
대전 금강 로하스산호빛공원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산업화 영향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전 태평2동 행정복지센터

전세계 국가별 상황에 맞는 친환경 숲 및 창문형 공기청정 시스템 흡연실 등 니즈에 맞는

대전 태평동 버드네2단지 입구

맞춤형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더 큰 행복권을 드리겠습니다.
집과 가까운 공원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다양한 실내 공간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경산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앞
경산 마위지 근린공원

높이며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의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석정비앤이가 추구하는
대전 가장 들말어린이공원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정비앤이

SeokJeong BNE I Client

SEOKJEONG BNE

Client

친환경 에너지의 가치를 아는
안목 있는 클라이언트를 소개합니다

㈜석정비앤이의 스마트 솔라트리는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안목 있는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1. 7. 28.

우수디자인상품선정증

지적재산권 및 인증

스마트 솔라트리 시스템
(Smart Solar Tree System)
No.

1 8 DH0 4 0 0 2 2
Brand

S o lest ( 솔레스트)
C ompany

주식회사 비앤이솔루션 ( B NE S O L UTIO N)
De s i gne r

송재국 ( S o ng Jea-G o o k)

The man is power that leading our

위 상품은「산업디자인진흥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우수디자인상
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 i s i s to c e rti fy th at th e abov e produ c t i s s e l e c te d as a Good De s i gn S e l e c ti on by v i rtu e of prov i s i ons i n Arti c l e
6.1 of Indu s tri al De s i gn P romoti on Ac t.

July

28, 2021

https://gd.kidp.or.kr/print/product_print.asp?PRODUCT_IDX=27226

특허출원(솔라트리 및 솔라파크)

특허출원(스마트 솔라트리 시스템)

2017.07

2018.06

1/1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2018.11

2020.01

공장등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패밀리기업 인증

2020.03

2020.06

SeokJeong BNE I Portfolio

01
석정도시개발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길 10
SMART
SOLAR TREE

SeokJeong BNE I Portfolio

02

03

석정도시개발 대전지사

전북 부안경찰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67-6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염소로 33
SMART
SOLAR TREE

SMART
SOLAR TREE

SeokJeong BNE I Portfolio

04

05

부여 국유림관리소

신진도 산림수련관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19-16

중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대교길 94-26
SMART
SOLAR TREE

SMART
SOLAR TREE

SeokJeong BNE I Portfolio

06

07

변산 산림수련관

신탄진 어린이공원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3524-3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21
SMART
SOLAR TREE

SMART
SOLAR TREE

SeokJeong BNE I Portfolio

08

09

인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전 대덕구 중앙어린이공원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1159번길 20
SMART
SOLAR TREE

SMART
SOLAR TREE

SeokJeong BNE I Portfolio

10

11

대전 금강 로하스산호빛공원

대전 태평2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779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2동 393-2
SMART
SOLAR TREE

SMART
SOLAR TREE

SeokJeong BNE I Portfolio

12

13

대전 태평동 버드네2단지 입구

경산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앞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35

경북 경산시 백자로 46 (사동)
SMART
SOLAR TREE

SMART
SOLAR TREE

SeokJeong BNE I Portfolio

14

15

경산 마위지 근린공원

대전 가장 들말어린이공원

경북 경산시 압량읍 부적리 마위지 근린공원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들말어린이공원
SMART
SOLAR TREE

SMART
SOLAR TREE

SeokJeong Sports Club

Challenge for victory!

SEOKJEONG
SPORTS CLUB

SeokJeong Sports Club

무한한
가능성의
힘으로

SEOKHO
펜싱팀 석호

석호를 소개합니다
성격
좌우명

대한민국엔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고, 세계로 나아가
자부심과 힘이 되어줄 재능 있는 문화체육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유망주 선수들의 꿈과 위대한 선수들의 명맥을 잇기 위해,
석정스포츠단이 그 포석이 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유망주 엘리트 육성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석정은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정스포츠단

만능 스포츠맨이자 정정당당하게
겨루기를 좋아하는 호랑이
우리에게 패배란 없어! 승리 아니면 더 큰 배움만 있을뿐!

SeokJeong Sports Club

PLAYER PROFILE
Fencing Players
정길옥

석정 스포츠단 펜싱팀

-2006 도하아시안게임 단체 금메달
-2011 세계 펜싱선수권 단체 3위
-2012 런던 올림픽 단체 동메달

오지혜

남현희 감독

-2015~2016 펜싱 국가대표
-2019 종별펜싱선수권 단체 2위
-2019 김창환배 단체 3위

HEAD COACH

[대표약력]

[수상경력]

-올림픽 4회 연속 출전 (04, 08, 12, 16)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 학사]
2008 베이징 올림픽 플러레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 석사]
여자 개인 은메달
-MBC 펜싱 해설위원
2012 런던 올림픽 단체 동메달
-(사) 대한체육회 이사
-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출전
-(사) 두드림스포츠 부이사장
(02, 06, 10, 14, 18)
-(사) 국가대표선수협의회 부회장
금메달 6개 (02, 06, 10, 14),
-(사) 한국체육지도자연맹 이사
동메달 2개 (14, 18)
-(사) 세계어린이스포츠위원회 집행위원
-20년간 국제대회
-대한체육회 100주면 기념사업위원회 위원 메달 99개 획득

김가영
-2017 국가대표 상비군
-2021 종별펜싱선수권 단체전 2위
-2019 종별펜싱선수권 단체전 1위

최한솔
-2018 국가대표 상비군
-2018 제100회 전국체전 단체전 1위
-2020 회장배 단체전 3위

이상기 코치
COACH

김규리

[대표약력]
-경북 체육 중고교 졸업
-대구대학교 스포츠과학과 학사
-(주)동양시멘트 펜싱팀
-경북 체육 중고교 펜싱부 전임 지도자
-제주 라온 펜싱클럽 펜싱팀 수석코치

-2008 펜싱 국가대표
-국군체육부대 전역
-국내 [KFF] 심판 플러레 2급
-KIS국제학교 [제주] 펜싱심 전임 지도자
-KCY 펜싱아카데미 [안산] 부원장

-한국체육대학교 재학중 (23년 졸업예정)
-2018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개인 2위
-2018 회장배 단체 1위

SeokJeong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석정스포츠단(펜싱팀)

석정도시개발 그룹 사회공헌활동
사람을 향한 바른 생각으로 바른 도시를 지음과 동시에
기업 활동 중 하나인 사회적 책임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이애슬론 유망주 장학사업

석정스포츠단(펜싱팀)
국내최초 여성감독 펜싱 실업팀

동계스포츠 성장을 위한 후원 활동

- 2021.7 펜싱 실업팀 창단

- 고등부 유망주 3인 장학금 후원

- 남현희 감독 선임(전 국가대표, 올림픽 메달리스트)

- 유망주 1인 러시아 유학 장학금 후원

- 이상기 코치 선임(전 국가대표)

- 국가대표 귀화선수 후원

- 여자 플러레 선수 5명 영입

대한탁구협회 후원
대한탁구협회 공식 후원사
- 대한탁구협회 정기 후원
- 석정도시개발컵 올림픽탁구대표팀 실전대회 개최
- 대전광역시&석정도시개발 올스타 탁구대회 개최
- 대한탁구협회 유승민 회장
㈜석정스포츠단 고문 위촉
이미지컷

이미지컷

강남 드림빌 후원
아동양육시설 정기후원
- 맞춤형 시설 리모델링
(운동장 및 잔디블럭정원, 행복놀이터, 미니축구장, 강당,
시청각실, 책놀이터 및 독서실, 야외테라스, 음악놀이터,
레고놀이터, 후원자접견실 등)
-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후원
(퇴소기념여행, 예비사회견학 훈련 등)

Real Estate Development & Marketing Service -석정도시개발
완벽을 향한 투철한 개발 기획 및 분양의 노하우로 100%의 사업 성공을 약속하는 기업

미래를 향한 飛上으로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석정도시개발은 늘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늘 남들이 못 보던 길을 발견해 왔습니다.
이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빛나는
대한민국 디벨로퍼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석정도시개발
은광여자고교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길 10, 1층(뱅뱅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