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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HWASUNG
더 큰 꿈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화성씨앤디(주)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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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씨앤디(주)를 아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에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성씨앤디(주)는 그 동안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호의에 최고의 품질과 다양한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국내 동종업계 최초로 재개발·재건축사업자문 및 분양대행부문

국제품질 경영시스템 인증(KS A / ISO 9002)을 획득하였습니다.

주택사업분야의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화성SDG(주)에서 계열을 분리하여

국내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계를 이끌어나가는데 있어 새로운 입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한 주택사업부문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여 전문가들에 의한 사업성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고객만족 100%로 21세기 新주택사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저희 임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EO'S MESSAGE
조합원과의 약속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화성씨앤디(주) 대표이사 서금성



WITH
NEW VISION
더 새로운 비전과 함께

남들이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에 도전합니다. 

화성씨앤디(주)만의 창의적,

독창적인 경쟁력으로 세상을 감탄시킵니다. 

화성씨앤디(주)의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며, 유기적인 상호지원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생활의 가치와 꿈을 높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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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여년 역사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No.1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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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조합원님의 꿈을 실현하는
정비사업 전문가 화성씨앤디!
조합원님의 더 좋은 내일을 위해
화성씨앤디가 함께 합니다
회사명

대표자

자본금

주소

직원수

설립일

주요 업무

화성씨앤디(주)

서금성

10억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라길 30-7 화성빌딩 2층

26명

1993.03.31 (2004.09.15 화성 CND㈜ 법인 분리)

정비사업전문관리, 개발사업, 분양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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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며 창조적인 조직의
화성씨앤디는 최고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개요

경영지원부

대표이사

이사회

주택사업1팀 주택사업2팀 주택사업3팀

법률지원

법무사

세무·회계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

감정법인평가

법무법인 산하, 법무법인 이래, 법무법인 중원, 법부법인 바른 외

최영승 법학박사 외

세무법인 다솔, 우리회계법인 외

큰길엔지니어링 외

동일엔지니어링 외

(주)하나감정평가법인, (주)나라감정평가법인 외

| 차별화된 전략으로 최상의 가치를 찾는 전문가 조직 |



기업이념

고객의 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화성씨앤디의 고객 우선주의
기업철학을 이뤄갑니다

| 고객의 이익과 행복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기업이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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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Soft 개발과 실효성 있는 Hard 개발이 조화된

Total Service를 위해 Powerful한 전문가들이 모인 제대로 된

Development Company로서 바른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파워풀한 전문가들이 모여 바른 기업문화 선도

시대의 키워드가 "정보와 혁신"임을 자각하여, 혁신성과 독창성을

축으로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Desk Work에서 벗어나 실증적이고 실천적인

마케팅 제안을 통해 고객님의 성공을 보장합니다.

혁신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효율성 극대화

철저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최신 정보와 시대 트랜드를 고객의 목표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시켜 고객님의 자산 증대를 위한 모든 과정에

전문성과 창의성 및 투철한 오너 정신을 가지고 최고의 경제성을 추구합니다.

투철한 주인의식으로 최고의 경제성 추구



성공노하우

강남3구 및 잠실 저밀도 5개
단지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
대규모 사업에서 검증받은
안정적인 실력을 만나보십시오

| 더 나은 내일, 더 높은 꿈을 실현하는 성공노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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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누구도 아닌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습니다.

더 높은 이익, 더 나은 행복한 삶의 미래,

더 좋은 집과 더 큰 프리미엄으로 조합원님의

기대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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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작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CG, 일러스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화성씨앤디

잠실미성크로바

정비계획변경고시(2016. 07. 14) 이후 17개월만에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시공자선정, 관리처분 총회를 완료(2018. 07. 05 관리처분인가)함으로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면제되어 조합원의 부담금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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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표 강남 3구에서
선보인 놀랄만한 성공 노하우
화성씨앤디의 독보적인 실력과
경험을 만나보십시오.

※ 본 제작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CG, 일러스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01 잠실미성크로바

사업방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존세대

1,409(조합원)

구역면적

75,684.50㎡

건립세대

1,888세대(임대 188포함)

추진경과

조합설립인가 2014.07.15.(미성) 2016.06.10.(미성·크로바)

사업시행인가 2017.07.28. / 관리처분인가 2018.07.05.

03 개포시영

사업방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존세대

1,952(조합원수)

구역면적

98,563.00㎡

건립세대

2,296(임대 120포함)

추진경과

조합설립인가 2013.08.09. / 사업시행인가 2014.06.20.

관리처분인가 2016.01.06. / 착공 2017.08.18.

02 개포2단지

사업방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존세대

1,458(조합원수)

구역면적

96,964.80㎡

건립세대

1,957(임대 112포함)

추진경과

조합설립인가 2013.06.24. / 사업시행인가 2014.05.21.

관리처분인가 2015.02.04. / 착공 2015.12.29.

준공 2019.02.06.

04 신반포21차

사업방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존세대

108(조합원수)

구역면적

8,785.90㎡

건립세대

275세대

추진경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2016.09.29.  

조합설립인가 2017.05.16.

05 풍납우성

사업방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존세대

524(조합원수)

구역면적

24,036.40㎡

건립세대

697(임대 95포함)

추진경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2003.12.29.  

조합설립인가 2009.12.14. / 사업시행인가 2014.04.10.  

관리처분인가 2015.11.19. / 착공 2016.11.16.

①

②

③ 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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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저밀도지구 5개 단지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 완료!
화성씨앤디의 검증된 실력과
차별화된 노하우를 만나보십시오.

※ 본 제작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CG, 일러스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⑤④

02 잠실1단지(잠실엘스)

사업방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존세대

5,390세대

구역면적

292,623.20㎡

건립세대

5,678세대(임대 290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추진경과

조합설립인가 2001.09.12. / 사업시행인가 2004.03.17.

관리처분인가 2005.05.06. / 착공 2005.05.13.  

준공 2008.09.30.

04 잠실3단지(트리지움)

사업방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존세대

3,280세대

구역면적

209,160.90㎡

건립세대

3,696세대

추진경과

조합설립인가 2000.12.16. / 사업시행인가 2002.11.29.

착공 2004.05.12. / 준공 2007.0 .24.

05 잠실4단지(잠실레이크팰리스)

사업방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존세대

2,130세대

구역면적

188,715.0㎡

건립세대

2,6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추진경과

조합설립인가 2000.12.16. / 사업시행인가 2002.03.25.

착공 2001.02.06. / 준공 2006.12.28.

01 잠실시영(파크리오)

사업방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존세대

6,000세대(조합원수)

구역면적

397,406.00㎡

건립세대

6,86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추진경과

조합설립인가 2001.01.15. / 사업시행인가 2003.06.23.

착공 2005.05.12. / 준공 2008.10.28.

03 잠실2단지(잠실리센츠)

사업방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존세대

4,450세대

구역면적

294,429.6㎡

건립세대

5,56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추진경과

조합설립인가 2001.01.19. / 사업시행인가 2003.02.08.

착공 2005.02.21. / 준공 2008.07.31.



하나씩 하나씩 꿈을 이뤄나가는 화성씨앤디(주)의 

힘은 창조적인 발상과 더 높은 가치를 중시하는 

화성씨앤디(주)만의 문화에서 나옵니다. 

고객을 위해, 더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행정업무 

지원에서 첨단 마케팅 기법까지. 

화성씨앤디(주)만의 도전 정신으로 모두를 

만족하게 할 새로운 생활과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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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BIG SUCCESS
더 큰 성공으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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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란?

주요 업무

필요성

정비사업에서의 정비

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역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HWASUNG
CONSULTING &
DEVELOPMENT

GROUP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 제1항에 정한 업무

-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추진위, 조합, 임원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 등록한 자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합설립 지원, 사업성 검토,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사업초기 단계에서 동의서 징구부터 추진위원회의 태동과 더불어 조합이 청산 및 해산으로 소멸할 때까지 조합의 제반업무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문을 담당

- 조합과 시공사, 기타 협력업체의 일체감 있는 사업추진이 사업성패의 관건

- 그러나, 조합을 제외한 각 참여업체들의 서로 다른 목적과 이해 관계로 인하여 사업추진상의 

기간 지연요소 및 비용손실 Risk가 잠재

- 이에 대해 조합 입장에서 각 참여자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나,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관리 System등의 부재로 관리가 곤란함

- 이러한 것들이 조합원의 재산상의 손실요소로 작용하므로, 전문적이고 공정한 기관이 이를 

바로잡고, 정비사업의 사업지연 및 불필요한 손실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이 필요.

- 신속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전문가

- 설계도서 검토, 공사비 변동내역 검토, 사업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가

- 이해관계자간 분쟁의 중재자 및 사업 관리자

- 인·허가권자의 협력자이자 완충자

-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기획자, 조언자, 정보제공자

▷ 비전문가인 조합원(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추진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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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초기에서 완료까지! 
행정업무, 공정관리 및 
마케팅 지원으로이익 극대화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성공 사업을 함께 합니다.

사업기획 ㆍ사업대상지역 분석

ㆍ문제점 분석

ㆍ대책수립 

ㆍ사업성 분석

사업 인ㆍ허가 ㆍ정비구역지정  자문

ㆍ조합설립인가 

ㆍ관리처분계획인가 

ㆍ추진위원회승인

ㆍ사업시행계획인가 

ㆍ이전고시 자문

분양대행 ㆍ분양계획(전략수립)

ㆍ분양관리

ㆍ분양 실무 지원

ㆍ광고, 판촉 지원

CM ㆍ사업타당성 검토

ㆍ원가관리

ㆍ공정관리

ㆍ마케팅 관리

전 과정 전산화 ㆍ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ㆍ온라인에 의한 업무추진

ㆍ전 공정 전산관리

ㆍ업무효율화 기술연구

회의 운영 ㆍ총회

ㆍ이사회

ㆍ대의원회

ㆍ추진위원회

대관ㆍ민원 업무지원 ㆍ대관업무 지원

ㆍ민원해결방안 연구
ㆍ민원대행

    

업무영역 

HWASUNG
CONSULTING &
DEVELOPMENT

GROUP



업무성과

HWASUNG
CONSULTING &
DEVELOPM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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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작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CG, 일러스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건축분야

01 송파구 잠실1단지(엘스)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외 3개사

구역면적 

292,623㎡

건립세대 

5,678세대

사업성과

잠실저밀도지구 중 각종 소송 등으로 인해 가장 늦은 사업추진을 보였으나,

본사와의 계약 체결 후 재건축결의 무효확인소송 승소를 비롯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속히 이행하여 2008년 9월 준공인가를 득하고 현재 조합해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2 송파구 잠실시영

시공사 

대림산업 외 5개사

구역면적 

275,554㎡

건립세대 

6,864세대

사업성과

잠실시영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재건축사업으로 건립하고 있는 최대의 단지로서

사업시행단계에서 절차 등에 따라 발생되었던 갖가지 문제점을 CM방식의

계약체결로 이를 해결하고 원만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03 송파구 잠실미성 크로바

사업방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립세대 

1,888세대(임대 188포함)

구역면적 

75,684.50㎡

기존세대 

1,409세대(조합원)

사업성과 

정비계획변경고시(2016. 07. 14) 이후 17개월만에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시공자선정, 관리처분 총회를 완료(2018. 07. 

05 관리처분인가)함으로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면제되어 조합원의 부담금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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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작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CG, 일러스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화성씨앤디

재건축분야 재건축분야

04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시공사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구역면적 

112,558.50㎡

건립세대 

2,848세대

사업성과 

2003년 추진위 승인 이후 약 10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사업장이었으나, 조

합설립이후 당사와 계약(2015.12.31.)체결 이후 2년만에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

신청, 관리처분총회를 완료(2018.10.05. 관리처분인가)함으로써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이 면제되어 조합원의 부담금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05 송파구 잠실 가락시영

시공사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구역면적 

405,782.40㎡

건립세대 

9,510세대

사업성과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로서 조합과 상가조합원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었으나, 

당사와 단지 내 상가 사업계획 수립 및 MD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성공적인 단지 내 상가의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상가 조합원의 민원을 해소·분양까지 완료하였고, 현재는 조합해산을

준비중입니다.

06 강남구 개포2단지

시공사 

삼성물산

구역면적 

96,964.80㎡

건립세대 

1,957세대

사업성과

창립총회(2013.05.13)이후 21개월 만에 개포저밀도지구 최초로

관리처분인가(2015.02.04)를 득한 현장으로서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절감이 조합원의 부담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07 영등포구 신길10구역

사업방식 

신탁정비사업

건립세대 

816세대(임대78포함) 예정

구역면적 

32,234㎡

기존세대 

620세대

사업성과 

남서울아파트와 단독주택 일부가 포함된 신길10구역의 주택재건축사업은 일부 단독주택의 재건축 

반대로 인하여, 약 17년간 조합설립이 지연되었으나, 2016년 당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후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시공사까지 3개월 내에 선정하는 등 토지등소유자님들의 재건축사업 숙원을 풀어드렸습니다.

08 강남구 개포시영

사업방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립세대 

2,296세대(임대 120포함)

구역면적 

98,563.00㎡

기존세대 

1,952세대(조합원수)

추진경과 

조합설립인가 2013.08.09. / 사업시행인가 2014.06.20. / 관리처분인가 2016.01.06. 

착공 2017.08.18.

09 과천시 과천주공2단지

사업방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립세대 

2,128세대

구역면적 

118,069.30㎡

기존세대 

1,607세대(조합원)

추진경과 

조합설립인가 2012.09.26. / 사업시행인가 2014.12.23. / 관리처분인가 2016.11.16. 
착공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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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작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CG, 일러스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화성씨앤디

재건축분야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분야

02 관악구 봉천4-2구역

시공사 

벽산건설

구역면적 

115,172㎡

건립세대 

2,904세대

사업성과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로 당초 조합에서 설치하여야 했던 폭 20M의

산북도로의 설치공사를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로 변경하여 도로공사비

62억원을 경감하였습니다.

01 성북구 돈암 3-2구역

시공사 

삼성물산

구역면적 

75,412㎡

건립세대 

2,014세대

사업성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舊 행정컨설팅) 중에서 최초로 무상양도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52억 원에 달하는 조합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03 동작구 상도2구역

시공사 

삼성물산

구역면적 

42,268㎡

건립세대 

681세대

사업성과

최초 사업시행인가 시(97.10.17) 결정된 구역면적의 43.8%에 달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조건으로 장기간 사업이 불가능한 현장이었으나, 당사의 업무능력을 발휘한

정책심의 등을 통하여 공원부지 5,729㎡를 미매입으로 처리하여

약 150억원의 조합원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주도하였습니다.

04 동작구 상도4구역

시공사 

삼성물산

구역면적 

152,703㎡

건립세대 

2,609세대

사업성과

정비구역 지정 당시 지나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서울시청과의 1년여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100억여원의

설치비용보조를 받음으로써 조합원의 부담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10 동작구 상도대림

사업방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립세대 

893세대(임대 5포함)

구역면적 

44,100.40㎡

기존세대 

436세대(조합원)

추진경과 

조합설립인가 2003.06.27. / 사업시행인가 2010.05.28. / 관리처분인가 2015.08.19. 
착공2016.05.25. / 준공2018.12.03

11 남양주시 지금동

사업방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립세대 

1,008세대(임대 33포함)

구역면적 

46,524.40㎡

기존세대 

845세대(조합원수)

추진경과 

조합설립인가 2003.06.25. / 사업시행인가 2007.03.22. / 관리처분인가 2007.12.31. 
착공 2012.07.24. / 준공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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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작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CG, 일러스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화성씨앤디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분야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분야

09 의정부시 장암1구역

사업방식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립세대 

769세대(임대42포함)

추진경과 

조합설립인가 2010.05.28. / 사업시행인가 2014.01.28.

구역면적 

37,022.00㎡

기존세대 

152세대(조합원수)

08 의왕시 내손다구역

사업방식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립세대 

2,633세대(임대 132포함)

추진경과 

조합설립인가 2014.07.08. / 사업시행인가 2018.04.14. / 관리처분인가 2019.06.12.

구역면적 

151,479.50㎡

기존세대 

1,315세대(조합원수)

07 서대문구 북아현1-1구역

사업방식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립세대 

1,226세대(임대 234포함)

추진경과 

조합설립인가 2008.04.29. / 사업시행인가 2009.06.24. / 관리처분인가 2016.06.30. / 착공 2017.12.29.

구역면적 

77,825.50㎡

기존세대 

619세대(조합원수)

05 동대문구 전농3-2구역

시공사 

삼성물산

구역면적 

26,382㎡

건립세대 

524세대

사업성과

1999년도에 정비구역 지정 시 충전소와의 이격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하였으나 당사와의 계약 체결 후 정비구역변경의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06 서대문구 가재울6구역

사업방식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립세대 

1,047세대(임대 178포함)

추진경과 

조합설립인가 2009.07.29. / 사업시행인가 2015.03.18. / 관리처분인가 2016.01.18. / 착공 2017.07.28.

구역면적 

48,084.40㎡

기존세대 

317세대(조합원수)

10 성남시 성남중1구역

사업방식 

도시환경정비사업

건립세대 

1,972(아파트)/240(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7,872.45㎡(전용면적)

추진경과 

조합설립인가 2011.11.15. / 사업시행계획인가 2019.03.25

구역면적 

67,233.70㎡

기존세대 

674세대(조합원수)

11 영등포구 영등포1-4구역

사업방식 

도시환경정비사업

건립세대 

1,221세대(임대 200포함)

추진경과 

조합설립인가 2006.07.11. / 사업시행인가 2011.02.10. / 관리처분인가 2012.12.31.
착공 14.10.07. / 준공 17.08.30.

구역면적 

58,564.90㎡

기존세대 

337세대(조합원수)

12 안양시 안양역세권

사업방식 

도시환경정비사업

건립세대 

853세대(임대34포함)

추진경과 

조합설립인가 2016.12.07. / 시공자 선정 2017.04. / 사업시행인가 준비

구역면적 

27,433㎡

기존세대 

413세대(조합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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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업무실적

HWASUNG
CONSULTING &
DEVELOPMENT

GROUP

연번 구 역 명 시 공 사 건립세대수 사업진행단계 비고

1 용강구역 삼성물산 430 세대 사업 완료 　

2 신길2-3구역 삼성물산 1,213 세대 사업 완료

3 공덕1구역 삼성물산 877 세대 사업 완료 　

4 홍제4구역 현대건설 946 세대 사업 완료 　

5 신공덕1구역 삼성물산 1,210 세대 사업 완료 　

6 창전구역 삼성물산 951 세대 사업 완료 　

7 천호4구역 삼성물산 643 세대 사업 완료 　

8 전농5구역 삼성물산 602 세대 사업 완료 　

9 남가좌7구역 삼성물산 1,472 세대 사업 완료 　

10 마포재건축 쌍용건설 339 세대 사업 완료 　

11 시흥2-1구역 벽산건설 2,336 세대 사업 완료 　

12 무악1구역 현대건설 1,514 세대 사업 완료 　

13 도화2지구 삼성물산 1,707 세대 사업 완료 　

14 산천구역 삼성물산 1,465 세대 사업 완료 　

15 안산원곡2단지 벽산건설 1,515 세대 사업 완료 　

16 상계3-1구역 동아건설 1,107 세대 사업 완료 　

17 봉천4-2구역 벽산건설 2,904 세대 사업 완료 　

18 상도2구역 삼성물산 681 세대 사업 완료 　

19 하계2구역 청구 2,340 세대 사업 완료 　

20 돈암3-2구역 삼성물산 2,014 세대 사업 완료

21 도원구역 삼성물산 1,992 세대 사업 완료

22 길음1구역 삼성물산 1,125 세대 사업 완료

23 길음3구역 동부건설 1,677 세대 사업 완료

24 길음5구역 삼성물산 650 세대 사업 완료

25 길음6구역 삼성물산 977 세대 사업 완료

26 옥수9구역 삼성물산 1,444 세대 사업 완료 　

27 성남금광아파트 삼성물산 1,151 세대 사업 완료

    

01 계약 및 업무 실적

※ 상기 실적은 법인 분리 전실적과 부분 용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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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 역 명 시 공 사 건립세대수 사업진행단계 비고

54 잠실주공2단지 대우건설 외 3 5,563 세대 사업 완료 　

55 잠실주공3단지 현대건설 외 2 3,696 세대 사업 완료 　

56 잠실주공4단지 GS건설 외 1 2,678 세대 사업 완료 　

57 인천주안주공 벽산건설 외 1 3,916 세대 청산(진행) 　

58 장안시영2단지 삼성물산 1,768 세대 청산(진행)

59 의왕포일주공 GS건설 2,520 세대 사업 완료 　

60 안양동삼아파트 남광토건 281 세대 사업 완료 (종료)

61 상수2구역 삼성물산 507 세대 사업 완료

62 석관3구역 신동아건설 199 세대 준공 (완료) (종료)

63 부천약대주공 현대산업개발 1,634 세대 준공 (완료) (종료)

64 서초삼호1차 KCC 외 1 822 세대 관리처분인가(완료) (종료)

65 인천서운구역 효성건설 1,451 세대 관리처분인가(완료) (종료)

66 고덕3단지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4,066 세대 관리처분인가(완료) (종료)

67 개포시영 삼성물산 2,296 세대 관리처분인가(완료) 　

68 개포주공2단지 삼성물산 1,957 세대 준공(완료) 　

69 상도대림아파트 대림산업 893 세대 준공(완료) 　

70 가재울뉴타운6구역 GS건설 842 세대 관리처분인가(완료)

71 풍납 우성 현대산업개발 697세대 관리처분인가(완료)

72 영등포뉴타운1-4 대림산업 1,221 세대 청산(진행)

73 남양주 지금동 현대건설 1,008 세대 해산(진행)

74 북아현 1-1 현대건설 1,226 세대 관리처분인가(완료)

75 잠실 가락시영
삼성물산,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9,510 세대 준공(완료)

76 길음역세권구역 롯데건설 212 세대 관리처분인가(완료) (종료)

77 과천주공2단지 SK건설, 롯데건설 2,128 세대 관리처분인가(완료)

78 포항두호주공1차 SK건설, 대우건설 1,150 세대 사업시행인가(완료) (종료)

    

03 계약 및 업무 실적

연번 구 역 명 시 공 사 건립세대수 사업진행단계 비고

28 월곡2구역 삼성물산 996 세대 사업 완료 　

29 월곡3구역 삼성물산 1,660 세대 사업 완료 　

30 답십리13구역 두산건설 516 세대 사업 완료 　

31 전농3-2구역 삼성물산 524 세대 사업 완료 　

32 종암1-2구역 삼성물산 1,168 세대 사업 완료 　

33 숭인5구역 현대건설 292 세대 사업 완료 　

34 쌍문3구역 삼성물산 407 세대 사업 완료 　

35 상도4구역 삼성물산 2,609 세대 사업 완료 　

36 본동4구역 삼성물산 653 세대 사업 완료 　

37 장안시영1단지 현대건설 2,182 세대 사업 완료 　

38 가락한라 삼성물산 919 세대 사업 완료 　

39 철산주공3단지 삼성물산 외 1 2,072 세대 사업 완료 　

40 춘천후평주공 포스코건설 1,792 세대 사업 완료 　

41 해청1단지 삼성물산 275 세대 사업 완료 　

42 인천이화아파트 신동아건설 720 세대 사업 완료 　

43 대치도곡주공2단지 현대산업개발 773 세대 사업 완료 　

44 도곡현대연립1단지 현대산업개발 58 세대 사업 완료 　

45 도곡현대연립2단지 현대산업개발 72 세대 사업 완료

46 청담한양아파트 GS건설 708 세대 사업 완료

47 마산교방주공 벽산건설 938 세대 사업 완료

48 종암5구역 삼성물산 636 세대 사업 완료

49 응암6구역 삼성물산 368 세대 사업 완료

50 부산장전1-2구역 벽산건설 1,604 세대 사업 완료

51 황학구역 롯데건설 1,989 세대 사업 완료 　

52 잠실시영 대림산업 외 5 6,864 세대 청산(진행)

53 잠실주공1단지 대림산업 외 3 5,678 세대 청산(진행)

    

02   계약 및 업무 실적

※ 상기 실적은 법인 분리 전실적과 부분 용역 포함※ 상기 실적은 법인 분리 전실적과 부분 용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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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강, 신길2-3, 공덕1, 홍제4, 신공덕1, 창전, 천호4, 전농5, 남가좌7, 마포, 시흥2-1, 무악1, 도화2, 산천, 

안산원곡주공2단지, 상계3-1, 봉천4-2, 상도2, 하계2, 돈암3-2, 도원, 길음1, 길음3, 길음5, 길음6, 옥수9, 

성남금광, 월곡2, 월곡3, 답십리13, 전농3-2, 종암1-2, 숭인5, 쌍문3, 상도4, 본동4, 장안시영 1단지, 가락한라, 

철산주공3단지, 춘천후평, 해청1단지, 인천이화아파트, 대치도곡주공2단지, 도곡현대연립1단지, 

도곡현대연립2단지, 청담한양, 마산교방주공, 종암5, 응암6,부산장전1-2, 황학, 잠실시영, 잠실주공1, 잠실주공2, 

잠실주공3, 잠실주공4, 인천주안주공, 장안시영 2단지, 의왕포일주공, 안양동삼, 상수2, 석관3, 부천약대주공, 

서초 삼호1차, 인천서운구역, 고덕3, 개포시영, 개포주공2단지, 상도대림, 가재울뉴타운6구역, 풍납우성, 영등포1-4, 

남양주지금동, 북아현1-1, 잠실가락시영, 과천주공2단지, 성남신흥주공, 잠실미성크로바, 잠실진주, 길음역세권

소계 : 80현장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사업완료(준공인가 등)재개발, 도시환경

재건축

포항두호주공1차, 포항장성동, 청주우암1구역, 청주모충1구역, 성남중1구역, 부산서금사A구역, 증산4, 봉천14, 

청량리8, 역촌2, 포항학잠1구역, 신길10구역, 안양역세권, 포항학잠2구역, 포항학산1구역, 남서울종합시장, 

마천시장, 신반포21차, 의정부장암1구역, 의왕내손다구역, 안양신한아파트, 부산수안2구역, 

구미형곡3주공, 개포시영 중심상가

합계 :104현장

소계 : 24개 현장

조합설립(추진위) 및 사업시행인가

※상기 실적은 법인 분리 전 실적 및 일부 부분용역이 포함됨.

연번 구 역 명 시 공 사 건립세대수 사업진행단계 비고

79 포항 장성동 포스코 건설 외 1 1,669 세대 조합설립인가(완료) (종료)

80 성남신흥주공아파트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롯데건설
2,899 세대 관리처분인가(완료) (종료)

81 청주우암1구역 미정 3,247 세대 조합설립인가(완료) 　

82 청주모충1구역 혜림건설 731 세대 조합설립인가(완료) 　

83 성남중1구역 효성건설, 진흥기업 1,972세대 사업시행인가(완료) 　

84
잠실미성

크로바아파트
롯데건설 1,888 세대 관리처분인가(완료) 　

85 잠실진주아파트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2,848세대 관리처분인가(완료) 　

86 부산서금사A구역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2,900 세대 조합설립인가(완료) 　

87
증산4

재정비촉진구역
미정 2,884세대 조합설립인가(진행) 　

88 봉천14구역 미정 1,395세대 조합설립인가(진행) 　

89 청량리8구역 미정 740 세대 조합설립인가(진행) (종료)

90 역촌2 미정 630 세대 조합설립인가(진행) (종료)

91 포항학잠1구역 미정 557 세대 조합설립인가(진행) (종료)

92 신길10구역 대우건설 816세대 사업시행인가(진행) 　

93 안양역세권
현대산업개발,

한양건설
853세대 사업시행인가(진행) 　

94 포항학잠2구역 미정 396 세대 정비구역지정(진행) (종료)

95 포항학산1구역 미정 412 세대 정비구역지정(진행) (종료)

96 남서울 종합시장 미정 미정 추진위승인(완료) (종료)

97 마천시장 미정 175 세대 추진위승인(완료)

98 신반포21차 미정 275세대 사업시행인가(완료)

99 의정부장암1구역 이수건설 764세대 사업사행인가(완료)

100 의왕내손다구역 GS건설, SK건설 2,633세대 관리처분인가(완료)

101 안양신한아파트 미정 525세대 조합설립인가(완료)

102 부산수안2구역 미정 1,420세대 조합설립인가(진행)

103 구미형곡3주공 미정 800세대 조합설립인가(완료)

104 개포시영중심상가 미정 48세대 사업시행인가(진행)

04 계약 및 업무 실적

※ 상기 실적은 법인 분리 전실적과 부분 용역 포함



화성씨앤디(주)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길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또 탐색합니다.

확고한 신념과 고객을 위한 열정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이 새로운미래를 여는 

이정표가 되도록 때로는 면밀히 살피고, 

때로는 과감히 밀어붙이며 고객의 더 나은 꿈과 

새로운 생활을 실현해 갑니다.

WITH
HIGH TRUST
더 높은 신뢰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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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자격 및 수상실적

HWASUNG
CONSULTING &
DEVELOPMENT

GROUP

주요자격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

품질시스템인증서(한) 품질시스템인증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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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실적수상실적

화성씨앤디

전농제5구역 주택재개발조합(감사패)

상계3-1구역 주택재개발조합(감사패)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감사패)

잠실4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감사패)

서울특별시 중구청-도시및주거환경정비 상담위원 위촉

장안시영아파트1단지 재건축주택조합 (감사패)

송파구청장-정비사업전문관리 공로자 표창

대한지적공사 사장 (감사패)

현대건설주식회사 (감사패)

잠실3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감사패)

철산주공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감사패)

부산광역시 재개발연합협회 (감사패)

서울특별시 중구청-도시및주거환경정비 상담위원 위촉

광명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감사패)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감사패)

NewsMaker - 2013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상 (상패)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표창 (표창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의회의장 표창(표창장)

개포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감사패)

2006. 6. 

2002. 8.

2003.10. 

2004. 5. 

2004. 7. 

2004.10. 

2004.12. 

2004.12. 

2005. 8. 

2005.12. 

2006. 1. 

2006. 4. 

2006. 9.

2007. 3. 

2007. 5.

2013. 3. 

2014. 3.

2014. 3.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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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언론보도

화성씨앤디

승인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2013년 10월 14일 월요일

“건설 불황 딛고 신주택사업 선도기업으로 거듭날 터”

최근 도시개발의 화두는 ‘정비사업’이다. 정

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시키

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

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내 업계 최초로 국제품질 경영인증 획득
최근 화성씨앤디(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화성씨앤디의 뿌리는 1993년 화성컨설턴트
(주) 설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1
년 화성에스디지(주)로 상호를 변경 후 주택
사업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의 2개 사업부문
으로 운영되어 오던 중 지난 2004년 화성에
스디지(주)의 주택사업부문을 담당하던 임
직원 전원이 해당 사업부문의 특화를 위해 
법인분리를 통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로 거듭났다. 지난 10여 년 동안 추진한 사

업을 모두 성공시킨 베테랑 회사인 화성씨
앤디는 또한 국내 업계 최초로 재건축/재개
발 사업 자문 및 분양대행부문에서 국제품
질 경영인증(KSA/ISO9002)을 획득한 전문
회사다. 사업의뢰부터 시행까지 풍부한 경
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철저한 분석으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충한 화성씨앤디 회장은 주택재개발, 주
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한 주
택사업부문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 전문
가들에 의한 사업성 향상과 업무의 합리화 
및 더욱 투명한 사업의 수행을 통해 조합원
들 및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고객만족 
100%로 21세기 신주택사업을 선도하는 기
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데 회사 운영의 주
안점을 두었다. 특히 ‘정도경영’이라는 회사
의 확고부동한 방침 하에 조합원간의 갈등
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07월 03일 목요일

2013년 4월 9일 화요일

2014년 6월 3일 화요일

국내 최고의 도시정비사업 전문기업 화성씨앤디(주)

20년 경륜 지닌 도시정비 사업의 명가 ‘화성CND’

송파구 저밀도 재건축 ‘그랜드슬램’ - 화성씨앤디㈜

단숨에 2만4천가구 매머드급 실적

 최근 연임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
터뷰에서 “서울은 이미 개발될 곳은 다 개
발됐고 새롭게 이노베이션 하는 게 필요하
다. 따라서 도시재생본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재개발과 재건축 등을 아우르
는 도시재생은 국내 주요도시의 미래전략
이다. 우리나라는 2006∼2007년부터 전국 
주요도시에 41개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했는데, 안전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연간 수십조에 달하는 신사업
으로 각광받고 있다.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은 필연적으로 재개발
과 재건축을 전재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노
하우를 보유한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국내 최고의 도시개발 및 도시

정비 전문기업인 화성씨앤디(김충한 회장/
www.hscnd.kr)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화성씨앤디의 주력분야인 도시정비 사업은 
크게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저소득층 거주지
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
롯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
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택재개
발사업(재개발)’,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서 주택만 새로 짓는 ‘주택재건축사업(재건
축)’,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내 업계 최초로 국제품질경영 인증

재건축의 대명사로 불리는 잠실 개발의 주
역인 화성씨앤디는 1993년 화성컨설턴트
(주)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경륜과 노하우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

정비사업은 크게 도시 저소득층의 거주지역
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이 열악,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
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주택만 새로 짓는 ‘주택재건
축사업’,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
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김충한 회장은 “정비
사업전문 관리업체의 업종은 일종의 서비스
업입니다. 업무의 핵심은 무엇보다 조합에 업
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라며 “화성CND는 도시재건축, 도시환경정
비 사업을 포함한 주택사업부문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극대
화하는 신주택사업의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

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불황을 기회로 삼는 회복 탄력성 지닌 기업 

미국의 모기지 사태에 이어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불황의 여파가 국내 경기를 어렵게 하
며 건설업계 역시 불황의 그늘을 피하지 못하
고 있는 가운데에도 화성CND는 20여 년의 
정비사업의 경륜으로 침체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송파구 풍납 우성아파트와 잠실 미성아파트, 
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수주해 현재 
사업관리 진행 중에 있으며 인근 고밀도 단
지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아
있는 인근의 고층 재건축단지 수주를 통해 
잠실 시영 등 5개 저밀도단지를 합쳐 명실상
부한 잠실 재건축 사업의 ‘그랜드슬램’을 달
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명사 화성씨앤디㈜(대표 
김충한·사진)의 명성이 나날
이 높아지고 있다. 20년 전통
을 가진 전문기업으로 정비
사업전문관리업체의 새로운 
영역 개척에 나서고 있다. 

영세기업들이 즐비해 폐업
과 창업이 빈번한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계의 혼란을 20
년 전통의 뚝심과 신뢰로 정
면 돌파해 나가며 정비업계 
발전의 균형추 역할을 해 나
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화성씨앤디가 주목받는 이
유는 기존의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의 영역을 뛰어넘
어 정비사업 토탈솔루션 기
업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
이다. 
단순 행정용역을 대행하는 
용역회사에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정비사업의 해결책
을 제시하는 전문 컨설팅기
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오랜 전통과 노하우가 있어
야만 가능한 일로 화성씨앤
디가 능력 면에서 타 기업과 
차별화되기에 가능한 일이
다. 화성씨앤디의 능력은 과
거 실적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성공 재건축의 대명
사로 불리는 잠실 저밀도 재

건축사업이 화성씨앤디의 
작품이다. 잠실 주공단지와 
잠실 시영단지 전체가 화성
씨앤디의 손길을 거쳐 탄생
했다는 점은 전무후무한 기
록으로 남을 정도로 업계 역
사에서 큰 획을 그은 사례로 
평가받는다. 5층 아파트였던 
잠실1·2·3·4단지와 시영 등 5
개의 저밀도 재건축을 성공
리에 완성, 송파구 지역에서 
단숨에 2만4천 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실적을 구축했다. 
무엇보다 화성씨앤디의 숨
은 활약은 도시의 경쟁력을 
몰라보게 바꿔 놓았다는 점
이다.

100여곳 이상 완벽하게 수행한 도시정비 전문기업

100여곳 이상 완벽하게 수행한 도시정비 전문기업

박동우 정비사업전문관리사 38 기 회장
"재건축 규제 만만치 않아 조합임원들 조합임원들

조합임원들 조합임원들 조합임원들 전문성 높여야"

“전문가 실무 중심 명품강의 인상적 인적네트워크도 정비사업
에 정비사업에 정비사업에 정비사업에 정비사업에 큰 도움”

38기 수료를 앞둔 박동우 회장은 강좌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이후에도 회원 간의 유대 관
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주거환경연구원과 회원
들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회장
은 20년 넘게 정비사업 외길을 걸어오고 있으
며, 현재 화성씨앤디 이사로 활동 중이다. 다음
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의 수강 소회는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이 인상
적이었다. 수강생들 중 현장 실무자들이 많아 
현장 사례와 문제 해법의 노하우에 관심이 많
다. 이런 점에서 정비사업 최고 전문가들이 강
사로 나와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켜 해법을 제

시함으로써 수강생들의 갈증을 잘 해소시켜줬
다고 생각한다. 과정이 좋았던 만큼 많은 분들
이 이번 시험에 합격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한다. ▲그간 회장으로서 행한 
38기 활성화 노력은 =학업 분위기 조성과 수
강생 간 편안한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했
다. 특히 유대 관계 형성은 출석률 제고에도 영
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수강생 모두가 주경야독한다는 점
에서 출석이 쉽지 않았을 터다. 그래서 인간적 
유대 관계 형성을 통해 가급적 빠지는 수강생
들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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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No.1 ‘화성’, 도시재생 100년 기업으로 성장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흔
치 않던 1993년, 화성컨설턴
트로 출발한 화성씨앤디는 
화성SDG로 사업영역을 확
대했다가, 2004년 정비사업
에 보다 집중하고자 화성씨
앤디로 법인을 정비했다.
연 매출 50억원의 화성씨앤
디는 서금성 대표이사를 중
심으로 25명의 전문가들이 

지금껏 크고 작은 69건의 사
업을 완수했고, 현재 29건의 
현장업무를 수행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보통 
한 개 현장의 기본계획수립
부터 조합해산까지 8~15년
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인데, 
화성씨앤디는 다양한 경험
과 꼼꼼한 관리로 잠실저밀
도 재건축 5개 단지(2만5천 
세대), 길음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례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이름을 떨쳤다.
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되
고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이 
지정된 뒤 추진위원회 승인
을 받으면,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이 구성된다. 조합이 형
성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데, 조합입장에서
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진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쉽지 
않다. 때문에 법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할 것’
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화성씨앤디는 착공에서부터 
분양, 준공, 조합해산, 청산, 
행정서비스완료까지 정비사
업 전 과정에 관여하며 지식
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회사
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화성
씨앤디는 다수의 대단지 성
공사례를 통해 서울시, 대한
지적공사, 시공사, 조합, 언
론사로부터 다수의 감사패
와 표창을 받은 공인된 기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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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씨앤디(주) 재건축 재개발 실적 100여곳 업계 '맏형'

재개발의 역사가 곧 화성씨앤디(주)
(대표 서금성)의 역사다. 1993년 창
립된 화성컨설턴트를 모태로 2004
년 설립된 화성씨앤디는 굵직한 재
개발·재건축을 추진해온 베테랑 정
비사업 전문 관리 기업이다. 오랜 
역사와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일 뿐 
아니라 정비사업 관리 업체의 시스
템을 한 단계 높였다는 면에서도 높
은 평가가 이어진다. 

화성씨앤디는 동종업계 최초로 재
개발·재건축사업 자문 및 분양대
행부문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
(KSA/ISO9002)을 획득했다. 서류

관리, 인사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 
대기업 수준으로 맞춰 체계적인 교
육과 시험을 통해 인증 받은 것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품질경영을 보
증한다. 시스템을 갖춘 믿을 수 있
는 관리업체의 기준이 되고 있다. 
화성씨앤디의 저력은 함께 호흡을 
맞춘 100여 곳의 사업장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착공부터 분양, 준공, 조합해산, 청
산, 행정서비스 완료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원칙에 따라 깔끔하게 처
리하기로 명성이 높다. 화성씨앤디
와 함께라면 반드시 성공한 사업장

으로 남을 거라는 자신감, 그 약속
을 반드시 지켜내는 역량이 있었기
에 지금껏 업계의 신뢰가 두텁다. 
다수의 대단지 성공사례 덕분에 서
울시, 대한지적공사, 시공사, 조합, 
언론사로부터 다수의 감사패와 표
창을 받았다. 특히 2000년 대 초반 
시작한 잠실 저밀도 5개 단지는 타
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건축 역사의 
상징적 현장으로 꼽힌다. 

“무려 2만5천 세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입니다. 대단지인 만큼 획일화
된 사업을 지양하고 ‘도시재생’ 개
념을 바탕으로 자연과 사람과 도시
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단순히 새 
건축물만 높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
라 삶의 질과 행복까지 두루 고려하
여 조화와 균형의 도시를 제시했지
요.”
잠실뿐만 아니라 서울 주거단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개포
지구 재건축 역사도 화성씨앤디가 
함께 쓰고 있다. 



W I T H  N E W  V I S I O N
더 새로운 비전과 함께

W I T H  H I G H  T R U S T
더 높은 신뢰로 함께

W I T H  B I G  S U C C E S S
더 큰 성공으로 함께

WITH YOUR DREAM
조합원님의 꿈과 함께

고객을 위한 더 좋은 행복과 더 좋은 공간, 

내일의 더 좋은 생활을 화성씨앤디(주)가

함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