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4490억원 규모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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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부문 누적 수주액 5조 원을 넘어서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건설이 최근 사업자로 선정된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더샵 송도아크베이 조감도.

사진제공 ｜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더샵 송도아크베이
새해 1월 5∼6일에 1순위 청약

현대건설, 창사 첫 도시정비 ‘5조원 클럽’ 가입
올해 21개 사업지 총 5조2741억

포스코건설이 ‘더샵 송도아크베이’의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 B3블록 송도동 30-5번지 일
원에 들어서는 더샵 송도아크베이는 지하 4층∼지상 49층
4개 동 아파트 775세대, 오피스텔 255실 등 총 1030세대
로 구성된다. 이번에 아파트 775세대 중 608세대가 일반
분양되며 타입별로는 ▲84m² 174세대 ▲98m² 94세대
▲112m² 99세대 ▲121m² 232세대 ▲155m² 3세대 ▲
168m² 3세대 ▲179m² 3세대로 고루 구성된다.
특히 4월, 5월에 각각 분양에 나선 오피스텔 255실과
단지 내 상업시설 167실이 높은 경쟁률로 ‘완판’되면서
이번 아파트 분양이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해 1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6일 1순위 청
약을 진행한다. 청약 대상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인천시 거주자 및 기타 수도권(서울, 경기도) 거주자(주
민등록표등본 기준), 만 19세 이상이다. 미성년자라도
세대주라면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는 14일 발표
되고, 당첨자 계약은 2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진행
된다.
더샵 송도아크베이는 입지여건이 우수하다. 인천지하
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초역
세권 단지로 교통여건이 매우 좋다. 여기에 인천타워대
로와 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고, 제2·3경인고
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간), 인천대교
등 광역도로망으로의 접근성도 좋아 타 지역으로 이동
이 수월하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B노
선이 계획돼 있어 향후 서울역까지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샵 송도아크베이 외관은 회오리형 특화 설계로 고
급스러움을 더했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자랑거리
다. 2개의 레인과 유아풀장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비롯해
피트니스,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
츠존, 독서실 및 멀티룸, 북카페가 조성되는 에듀존, 게
스트하우스 및 시니어하우스, 키즈하우스 등이 들어서
는 퍼블릭존을 갖췄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주차장 웰컴라이팅 및 대
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 효율적인 에너지 설비를 계획했
고 ‘우리집 앞 안심시스템’, ‘3선 보안 시스템’ 등을 적용
해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5
년 3월 예정, 분양문의 1855-1331.
김도헌 기자

사진제공 ｜ 현대건설

국내 건설사 중 올해 최고 수주액
12월만 1조7928억…무서운 뒷심
빼어난 기술 경쟁력이 만든 성과
현대건설이 2021년 누적 수주액 5조 원
을 넘어서며 ‘자타공인’ 도시정비사업부
문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그야말로 화
려한 피날레다.
윤영준 사장 취임 이후 리모델링 진출
등 사업분야 다각화, 수주영업과 사업추
진을 분리한 조직구성, 치밀한 시장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 설계 및 사업조건 제시
로 창사 이래 첫 5조 원 돌파란 값진 열매
를 맺었다.
현대건설은 최근 4490억 원의 대규모
정비사업인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
개발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누적 수주액
을 5조2741억 원으로 늘렸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시정비사업부문에서 ‘5조원
클럽’에 가입하며 사실상 올해 정비사업
수주 1위를 확정했다.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서
달로10가길 1(흑석동 90번지) 일대 구역
면적 9만3641.20m²를 대상으로 건폐율
19.16%, 용적율 254.69%를 적용해 지하
7층, 지상 25층, 21개 동 총 1536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2016년 이후 6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에서 매해 1조 원 이상의 수주실적을 이
어오고 있는 현대건설은 이로써 올해 21
개 사업지에서 총 5조2741억 원을 수주
하며 4조7383억 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던 지난해 기록을 1년 만에 훌쩍 뛰
어 넘었다.
현대건설이 창사 이래 최초로 ‘5조 원
클럽’에 가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리모
델링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이 큰 밑

바탕이 됐다.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전담조직을 구
성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든 현대건
설은 올해 1월 경기 용인시 수지 신정마
을9단지 리모델링사업을 단독으로 수주
한데 이어 ▲서울 성동구 금호벽산아파
트(컨소시엄) ▲서울 서초구 반포MV아
파트 ▲서초구 잠원동아아파트 ▲경기
군포시 산본 개나리13단지(컨소시엄) ▲
경기 수원시 영통 신명동보아파트 등 총
1조7408억 원을 수주하며 1년 만에 리모
델링사업 수주 1위에 올랐다.
이달 31일 예정된 잠원 갤럭시1차아파
트 리모델링사업(1850억 원 규모)도 우
선협상대상자로 단독 입찰해 수주에 성
공할 경우 올해 리모델링 사업에서만 1조
9258억 원의 수주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
상된다.
현대건설이 리모델링사업에서 이처럼
단시간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대구 달서구에 뜬 ‘롯데캐슬’…새해부터 후끈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5·6일 청약
대구시청 이전·KTX역 개통 등 호재
새해 벽두, 대구 아파트 분양 시장을 뜨
겁게 달굴 ‘대어’가 모습을 드러낸다.
롯데건설이 대구 달서구 본동 743번지 일
대에 짓는 주거복합단지 ‘달서 롯데캐슬 센
트럴스카이’가 1월 분양한다. 총 3개 동, 지
하 5층∼지상 최고 48층 총 529가구(오피스
텔 48일 포함)로 조성되는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아파트는 4가지 타입의 전용
면적 84m² 481가구로 구성된다.
새해 1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당해지역 거주자, 6일 1순위 기타지

역 거주자, 7일 2순위 청약으로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13일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정
당계약은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진행
된다. 견본주택은 대구시 북구 태평로 161
롯데백화점 대구점 5층에 마련됐고, 입주
는 2025년 12월 예정이다.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빼어난 교
통여건과 교육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단
지 주변에 위치한 구마로를 이용하면 성서
산업단지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남대구 IC
를 이용하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으로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다. 감천초교와 감
천초 병설유치원이 근거리에 있어 어린 자
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효성중과
효성여고, 대건고, 대구예담학교, 대구공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투시도.
사진제공 ｜ 롯데건설

업대학교 등도 인접해있다.
롯데백화점 상인점과 홈플러스 성서점,
롯데시네마(상인·성서점) 등 상업·문화시
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달서구청과 달서경
찰서, 달서우체국, 달서구 보건소 등도 가
깝다. 면적이 66만여m²에 달하는 학산공원

빼어난 기술 경쟁력 덕분이라는 게 시장
의 평가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골
조를 남긴 채 공사를 진행하는 특성상 구
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기를 단축하면
서 리모델링에 최적화된 설계를 구현하
기 위해 사업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
과 이를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공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12월에만 서초 잠
원동아아파트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흑
석9구역 재개발까지 6개 사업지에서 총
1조7928억 원을 수주하며 무서운 뒷심
으로 2021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하고 있
다. 31일 예정된 잠원 갤럭시1차아파트
리모델링과 서울 강남구 대치 비취타운
가로주택(907억원 규모)까지 수주할 경
우 한 달여 만에 8개 사업지에서 총 2조
685억 원을 수주하는 진기록도 세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도 도보거리에 있다.
굵직하고 풍부한 개발호재를 품고 있어
투자 가치도 남다르다. 대구시는 2026년까
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7만8000m²)
에 대구광역시청 신청사를 짓기로 했다. 향
후 대구시청이 달서구로 이전해오게 되면
각종 산하기관과 관련 종사자들도 유입할
수 있는 ‘신 행정타운’으로 거듭날 전망이
다.
새해 개통을 앞두고 있는 ‘KTX 서대구
역’의 수혜도 예상된다. 서대구역은 향후
SRT와 KTX,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산업
선이 모두 연결된다. 또 ‘대구∼광주 간 달
빛내륙철도(계획)’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결철도(계획)’ 등도 이곳을 통과할 예정
이다. 분양문의 053-252-9880. 김도헌 기자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뇌가 섹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플레이 스토어 - 경품광고퀴즈, 날마다운세, 매직스도쿠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대각선 방향
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낱말문제

■ 스도쿠정답

■가로 열쇠 02.값은 나중에 치르기
로 하고 물건을 사거나 파는 일. 04.크
게 부르짖거나 외치는 소리. 06.개인
이 사사로이 진 빚. 07 나라 사이에 관
계됨. 08.중년 이후에 문제 되는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10.지방에서 서울
로 감. 11.소매가 길면 춤을 잘 출 수
있다는 뜻. 13.일의 끝이 크게 벌어져

서 처리하기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
15.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
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16.가지고
있는 물품. 18.실속 없이 호령이나 위
협으로 으르는 짓. 19.어떤 사실을 마
땅하다고 받아들임. 20.일정한 시설
을 갖추어 소나 말, 양 따위를 놓아기
르는 곳. 21.신문이나 책자 따위를 널
리 나누어 줌. ■세로 열쇠 01.학교
의 정해진 교과 과정 이외에 비공식적
으로 하는 수업. 03.마음에 둔 사람을
몹시 그리워하는 데서 생기는 마음의
병. 05.여러 사람이 함께 외치거나 지
르는 소리. 07.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
계선. 09.인정이 깃들어 있는 따뜻한
맛. 10.먹는 물이나 공업, 방화 따위에
쓰는 물을 관을 통하여 보내 주는 설
비. 11.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

지 물건. 12.무료로 나누어 주는 신문.
14.지상이나 해상에서 공중 목표를 겨
냥하여 쏘는 포. 16.마음 씀씀이가 좁
고 간사한 사람들이나 그 무리. 17.물
품 종류의 이름. 22.배부르게 먹음.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칸을 이
어놓으면 스타 이름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