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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 L U E

변치 않는 가치는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건축은 유동적이고 복잡하면서도 통합을 요구하는 삶을 담아야 한다.
인간 내면의 울림, 삶에 대한 이해, 자연과의 교감,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뿌리로 하는 건축은 그 자체로 시대를 초월하는 존재 가치를 획득한다.
건축가 Zaha Hadid

세계적 건축 거장들과
함께하다

삼성물산은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들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의 건축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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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부르즈 칼리파 건축가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건축가

이화여대 캠퍼스 건축가

리움미술관 건축가

삼성물산 시공 | 2004년, 2010년

삼성물산 시공 | 2014년

삼성물산 시공 | 2008년

삼성물산 시공 | 2004년

세계 초고층 건물 설계의 일인자로,
현존하는 최고 건축물 부르즈 칼리파를
설계했습니다. 스키드모어, 오윙스 & 메릴
의 디자인 파트너로 근무했고 SOM 재단
최고경영자 및 시카고예술대학 이사장을
역임하였으며 AIA, ULI 등을 비롯한
125개의 디자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자하 하디드는 혁신적인 설계로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DDP, 홍콩의 픽 클럽, 웨일
즈의 카디프 베이 오페라 하우스 등을 설계
했으며, 프리츠커상, 영국왕립건축가협회
금메달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빛의 계곡으로 불리는 이화여대 캠퍼스를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대표작
으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러시아 마린
스키극장이 있으며, 2019년에 이어 2021년
에도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의 총감독
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레지옹 도뇌르 훈장,
미스 반데 로에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 꼬르도바 국립대학교 명예교수로
물질적인 것을 넘어 인간의 영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건축물을 짓는 영혼의 건축가
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미술관 리움을 설계
하였으며 베통 건축부문상, CICA 건축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부르즈 칼리파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화여대 캠퍼스

리움미술관

INSIGHT 1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부르즈 칼리파

Adrian Smith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은
도시에 특별한 정체성을 선사합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도시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랜드마크가 됩니다.
단순히 높은 건물이 아닌 그 도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8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부르즈 칼리파는 828m의 초고층 건물로

한국 최초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는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두바이를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고급 주거’를 상징하는 시대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일반 아파트와는

삼성물산은 혁신적인 최단 공기 수행으로 초고층 분야 세계 1위 시공사임을

차별화 된 높은 구조성능과 외장재, 고급 마감재가 적용되어 지역의 정체성을

증명하였습니다.

대변하는 랜드마크 주거 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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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2

건축과 자연의 연결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자하 하디드는 여성 건축가로는 세계 최초로 프리츠커상을 수상했으며, 세계

삼성물산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첨단 기술인 3차원 입체 설계 방식인 BIM 기법,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인 DDP를 설계했습니다. 입체적인 곡선으로

45,133장의 각기 다른 외장 패널 시공을 위한 세계 최초의 2차곡면 성형기술,

이루어진 DDP는 자유롭고 유기적인 선을 통해 삶과 자연을 표현하는 건축가의

대형 교량에 적용되는 메가트러스(Mega-Truss) 구조 기술 등을 적용하여

철학을 담아 완성되었습니다.

수준 높은 기술과 품질로 비정형 건축물인 DDP를 시공하였습니다.

Zaha Hadid

“사람과 공원, 유선형 건축물은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완성됩니다”
건축은 유동적이고 복잡하면서도 통합을 요구하는 삶을 담아내야 합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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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3

지속 가능한 어울림

이화여대 캠퍼스

Dominique Perrault

“건축은 지속 가능해야 하며,
사람과 환경의 조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은 풍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전통과 자부심을
포함하여 건축물을 둘러싼 모든 것을 말합니다.

12

프랑스 국립도서관 설계로 유명한 도미니크 페로는 인공구조물과 대지의

삼성물산만의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충분한 태양광 확보를

경계를 없애고 자연 지형에 묻히는 강렬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이화여대

위한 반사형 외장재, 건물 구조체에 안에 숨은 파이프로 에너지를 보내는

캠퍼스를 설계했습니다. 대형 복합 건축물을 계획함과 동시에 대규모의 녹지를

Concrete Core Activation 공법, 지열 순환 시스템, 그리고 지하 외벽을 이용한

보존하는 지속 가능한 건축물의 대표 사례입니다.

Thermal Labyrinth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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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4

고요한 공간, 안식처

리움미술관

리움미술관의 중앙부는 자연스러운 빛이 스며드는 기하학적인 공간으로

기하학적이고 입체적인 작품 시공을 위해 삼성물산은 철저하고 섬세한

계획하여 경건하고 평온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한국의 도자기를 모티브로 한

시공 디테일과 자연친화적이며 한국적인 재료를 활용한 높은 시공 품질로

외관은 단아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형태로 완성하였습니다.

마리오 보타의 영혼의 건축을 재현하였습니다.

Mario Botta

Photo by Nicola Gnesi

“모든 사람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집”
현대인에게는 명상과 성찰을 도와줄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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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 S E N T I A L

삼성의 원칙과 기준을 말하다

외부환경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1차원적 개념의 집으로부터
환경에 대한 대처, 라이프스타일과 기술발전의 수용, 삶의 질에 대한 기대 등
무형의 가치를 담은 공간으로 집의 본질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PRINCIPLE 1

초고층

누적된 경험과 기술
우리는 세계적인 초고층 건축물을 시공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입니다
초고층 건물 시공은 아주 특수한 영역이며, 전 세계적으로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 역시 몇 안 됩니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 뿐 아니라 누적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삼성은 세계 각지의 설계 및 건설 산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파트너를 구성하여 국제적 성능

“ 세계적인 초고층 건물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없다면
완성할 수 없습니다 ”

기준은 물론, 구조와 품질, 고객들이 원하는 기대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초고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초고층 실적을 쌓아온 바탕이 되었습니다.

구조적 강성과 안정성 등 기술의 깊이가 다릅니다
업계에서 저희의 기술을 많이 참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기술의 깊이가 다르기에 안전과 구조적 강성은 물론 마감 품질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특히 50층이 넘는 초고층 건축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고층 건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아주 특별한 배합기술이 필요합니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는 초고층의 최상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즉시 일반 아파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강한 강도로 양생되어야 구조적 안전 확보는 물론 공사기간의 단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성으로 실시간 계측하는 품질 관리, 초고층의 기류와 중력에 대응하는 각종 설비 3D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의 기술은 초고층 시공에 대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 없이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품질과 안전을 위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불허하는 삼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시공 기술력과
까다로운 기준으로 더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열망, 그 꿈을 이루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시공한 세계적인 초고층 건물
[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

[ 러시아 라흐타 센터 ]

신사업추진실 아브델라자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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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2

단열

보이지 않는 곳의 디테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철저한 디테일을 고민합니다
과거 단열에 대한 기본개념이 부족하고 창호 성능이 낮을 때에는 “외풍이 들어온다”라는 말을 흔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창호의 기밀 성능은 물론
단열재의 성능도 비약적으로 발달해 더 이상 외풍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외풍을 너무 막아서 생기는 환기부족과 결로를 걱정해야 합니다.
따뜻한 집을 위한 단열과 동시에 결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공 디테일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좋은 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최우선 원칙
삼성은 좋은 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절대 원칙으로 삼습니다. 같은 두께의 단열재를 사용하더라도 공법과 현장관리에 따라 성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열재 끼리 만나는 구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축과 팽창이 진행되면서 접합부의 간격이 벌어지고 그 틈으로 외기가 들어오거나 내부 열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1차로 전체 두께의 절반에
해당하는 단열재를 먼저 붙이고, 그 위에 접합부가 엇갈리도록 추가로 시공을 진행하여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단열재가
수축팽창 하더라도 외기 차단과 열손실 방지가 가능하도록 시공합니다. 꼼꼼한 기술자들이 만들어내는 최상의 디테일, 바로 삼성의 자부심입니다.

래미안 단열재 시공 디테일
단열재 100㎜ 부착 시

이음 부분의 단열재 보강시 300mm 이상

50㎜ 단열재 부착 후 이음부를 중심으로

서로 중첩 시공하여 단열 강화
300mm 이상 겹침

50㎜ 단열재 추가 시공하여 단열 강화

외기 차단

외
부

친환경기술그룹 조우진 책임

내부

열손실 방지

20
0m
m

단열재
50mm x 2
창호주변은
별도의 분무식
단열재로 보강

시공 후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측정으로
단열 성능 점검

“ 벽지 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외기를 차단하는 기술이 바로
삼성의 디테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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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 폴리
우레탄폼

PRINCIPLE 3

친환경

엄격한 품질 기준
내부 마감재는 무조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합니다
내부 마감재는 집의 피부와 같습니다. 아이들의 손이 닿고, 뺨이 스치는 자재입니다. 당연히 최상급 친환경 등급인 Super E0 보드를 사용한 친환경 가구,
라돈에 안전한 엔지니어드스톤과 유럽에서 오코텍스 인증을 받은 벽지 등 친환경 자재만 사용합니다. 거주자들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잘 보이지 않는

“ 엄격한 품질기준으로
우리 아이의 피부에도 안전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합니다 ”

부분까지 소홀히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친환경 자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모든 건설사들의 방침으로 확산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연 그대로와 가장 가까운 실내 가구
많은 건축 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는 새집증후군 및 아토피 유발 등 거주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입니다. 모든 래미안의 가구에 적용되는
Super E0 등급 자재들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최소기준인 E1 등급 자재 대비 약 5배 더 안전하며 자연 상태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시공됩니다.

래미안의 품질 기준은 엄격합니다
래미안의 모든 자재는 래미안만의 품질 기준은 물론 20여 가지 이상의 유해항목을 추가로 검증합니다. 친환경 가구뿐만 아니라 벽지, 마루, 석재, 타일,
접착제 등 래미안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들은 현행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래미안 품질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래미안 주거성능연구소에서
라돈과 중금속, 생활오염, 그리고 각종 유해성분 등 20여 가지 이상의 유해항목에 대한 엄격한 성능실험을 통과해야만 래미안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Super E0 등급 기준
가구 내부에 적용되는 보드류(PB/MDF)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는데, Super E0는 국내 최고 친환경 등급으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거의 자연상태 수준입니다.
*폼알데하이드는 건축 자재에서 방출되는 물질로 새집증후군 및 아토피 유발 등 거주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입니다.

친환경 자재

최소 품질 등급

비친환경 자재

구분

등급

SE0

E0

E1

E2

폼알데
하이드
방출량

0.3
mg/L

0.5
mg/L

1.5
mg/L

5.0
mg/L

사용
구분

가장 인체에
해가 없는
국내/외 최고 등급
(한국, 일본, 유럽)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실내 가구용 사용금지

수입/유통 금지

조달청 납품기준
환경표지 기준

상품디자인그룹 전승훈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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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4

층간소음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
우리는 모두 더 조용한 집을 원합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조용한 집을 위해 끝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법적 기준과 자재 개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눈높이는 더 높아졌고, 보다 더 조용한 집을 원하고 계십니다. 조용한 집을 위한 진화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음 해결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층간소음은 더 이상 이웃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이며,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바닥구조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건설사는 이를 따르고 있지만 소음 문제가 완벽히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층간소음은 바닥충격음을 말하는데,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나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경량충격음은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데 반해 중량충격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삼성은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특허인
천장 배후공간의 차음구조는 기존대비 1~2dB의 소음차단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특정 부위에 슬래브 두께를 변화를 주고 소음을 차단하는 특허와
저주파의 진동을 제어하는 기술 특허를 통해서도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소음을 제어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삼성만의 노력이며, 업계를 선도하는 삼성만의 혁신적인 의지입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층간소음연구소
삼성은 가장 먼저 층간소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은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거듭해왔습니다. 1등급 성능의 자재를 사용하고도
부족함이 발생할 수 있다면 먼저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생각이 앞선 기술을 만들고, 보다 나은 현재를 만듭니다.
삼성이 만들어낸 업계 최고의 기술을 통해 모두의 집이 안전하고 편안하며 조용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연구소 성영경 책임

공법별 단면 상세 (특허)
고강도 모르타르를 이용해 경량 충격음을 막고, 패널 댐퍼 설치로 중량 충격음을 차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받은 삼성만의 슬래브 두께
상향 기술과 흡차음재의 추가 시공을 통해 마지막까지 소음저감 성능 개선에 최선을 다합니다.

“ 층간소음연구소는
우리나라 모든 집의 성능을
개선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바닥충격음과 진동이 저감되는 기술을
연구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

고강도 모르타르
경량 기포
SMD Panel
완충재 (30T)
슬래브 (210~250T)

흡차음재

층간소음 저감 기술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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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5

설계

철저한 사전 준비
디자인과 기능이 완벽한 집을 설계합니다
설계도에 선 하나를 긋는 것부터 마지막 점을 찍을 때까지 쉼 없이 삶이 깃든 공간을 상상합니다.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외관과 꼭 살아보고 싶게
만드는 멋진 인테리어 등 눈에 보이는 모든 곳, 피부가 닿는 모든 곳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설계합니다.

“ 마감재의 시공 설계부터
하자를 예방하는 사전 보강까지
한 번 더 고민하고
디자인과 기능 모두 고객이
원하는 수준 그 이상을 선보입니다 ”

공간의 배치와 그 공간에 쓰이는 자재의 재질 및 특성을 고려해서 계획합니다. 디자인과 기능이 모두 완벽해야 좋은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해 보이는 창호를 설계할 때에도 창호 자체의 기본성능 뿐 아니라 창호를 여닫을 때 발생하는 반복되는 충격에 견디는 보강 디테일, 비가 왔을 때 빗물과
결로수가 흘러 나가는 통로, 외부의 냉기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구조와 재료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집니다.

100만 시간이 넘는 철저한 설계 검토
하나의 집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평면 디자인부터 자재 하나하나의 섬세한 시공 디테일 디자인까지 100만 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하여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눈에 보이는 디자인은 쉽게 참고할 수 있지만 마감재 뒷편 보이지 않는 디테일은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디테일에서 나오는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삼성이 제일 잘 하는 일입니다.

설계 준비 과정

상품디자인그룹 박혜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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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6

환기

완벽한 집을 위한 섬세함
물은 배관의 모양에 따라 다른 소리를 냅니다
과거에는 윗집에서 물을 내리면 아랫집까지 물 내려가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 배관 내부에 스크루 모양의
홈을 만들어서 물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저소음배관의 설계로 이웃 간에 공유되던 물소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청정하고 쾌적한 공기 유지를 위한 최상의 공조기술 실현
황사가 심한 날에도, 영하의 추운 날에도 집안의 공기는 청정하고 쾌적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패시브 기술과 철저한 부위별 사전 시뮬레이션 적용은
집안과 밖의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효율적인 환기가 되도록 하여 집안의 공기를 항상 청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요즘 집은 단열 및
기밀 성능이 강화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공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초미세먼지(PM2.5)농도 좋음 수준(15㎍/㎥), CO2 700ppm, 휘발성 유기 화합물 농도
500㎍/㎥ 등이 초과하는지 상시 감지하여 수시 관리가 되는 호텔 객실처럼 청정하고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환기 시뮬레이션
집안 곳곳의 공기가 청정하게 유지되도록 CO₂ 농도와 기류의 공간별 높이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환기구의 위치와 수량을 선정합니다.

[ 공간별 CO₂ 농도, 기류 예측 ]

주택공사지원그룹 이상우 책임

[ 최적의 환기구 위치 선정 ]

“ 윗집의 물소리를
최소화하는 배관 설계부터
알아서 작동하는 공기 환기 장치까지
집안의 작은 불편함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

디퓨저
OA

EA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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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7

조경

체계적인 분석과 관리
입체 음영 분석을 통해 단지 내 사계절을 만듭니다
삼성은 식물이 생장하는데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입체적 음영 분석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D모델을 활용한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계절의 흐름에 따른 빛(光) 조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식물군(양지 · 중성 · 음지)을 선별 적용하여 풍부한 사계절 경관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분석과 관리,
삼성만의 기술이자 의지입니다 ”

삶을 쾌적하게 만드는 친환경 기술
자체적인 바람길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계절별 상황에 맞는 친환경 조경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길을 조성하여 봄철 꽃가루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여름철 열기도 낮출 뿐 아니라 편서풍이 발달하는 가을과 겨울에는 강풍을 대비한 다층구조의 방풍 식재를 계획합니다. 바람의 방향을
제대로 읽고 바꾸는 조경 계획을 통해 삶이 한층 더 쾌적해 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조경 관리 시스템
풍경을 마무리하는 조경의 핵심인 대형목은, 단지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그 공간만의 독특한 장소성을 부여합니다. 대형목 이식공사는 고도의 숙련된
시공 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삼성은 수목의 산지 굴취부터 운반, 시공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 후 관리까지
전체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완성도 높은 조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 음영 분석 ]

[ 바람길 분석 ]

조경그룹 정재동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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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목 관리 시스템 ]

평생의 파트너, 신뢰의 삼성

앞으로 다시 한 세기가 흘러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있는 브랜드, 삼성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1위, 세계의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삼성,
최고의 프리미엄으로 조합원님의 삶에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P A R T N E R

맨 앞에 서서
혁신의
길을 열다

1938

1951

1993

2000

2010

삼성상회
설립

삼성물산
주식회사 설립

국내 최초
품질혁신 선언

국내 최초
주거브랜드 런칭

세계 최고층
건축물 시공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한국전쟁 이후 삼성상회는 1951년 부산

대한민국의 삼성에서 세계의 삼성으로 도약한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곧 래미안의 역사

2010년 완공된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는

성장한 대한민국. 대구의 작은 무역회사로

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상사인 삼성물산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993년 임직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이자 최고의

2021년 현재에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발한 이래, 삼성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주식회사로 거듭났습니다. 종합무역상사로

1천8백여 명이 참여해 토의를 이어간 신경영

주거브랜드 래미안을 2000년 런칭한 삼성

건축물입니다. 삼성물산은 자체 기술력

발전을 앞장 서 실현해왔습니다.

출발한 삼성물산은 오늘날 삼성그룹의 전신을

대장정은 1995년 불량품 화형식을 거치며

물산은 집의 의미를 확장하여 주민들이

으로 세계 최고층 건축물을 연이어 선보

‘크고 강하고 영원하라’는 창업주 호암

갖추게 되었습니다.

품질의 삼성으로 전환시켰으며, 학력과

함께하는 플랫폼과 공간의 의미를 추구

이며 세계에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드높

이병철 회장의 염원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별 제한을 폐지하고 능력 중심의 열린

하였으며 이를 타워팰리스에 적용, 최초의

이고 있습니다.

함께 실현되고 있습니다.

인사를 시행하는 등 혁신의 삼성으로 거듭

커뮤니티를 선보였습니다.

나게 되었습니다.

고객만족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삼성,
혁신의 선두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리더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HERITAGE 1

삼성그룹, 선두에서 혁신하다

Since 1938
삼성그룹의 시작

자산규모 457조 원
국내 1위 그룹의 시너지

삼성물산은 1938년 설립된 삼성그룹의 모기업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삼성,

품격이 다른 브랜드의 가치와 자부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래미안은 그룹의 역량을 모아 초일류의 주거가치를 제시합니다.

삼성전자

|

삼성SDI

삼성전기

|

삼성SDS

|

삼성디스플레이

“ 1938 삼성상회로부터 시작된 삼성물산과 삼성그룹 ”
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금융

삼성증권

서비스

삼성웰스토리

삼성벤처투자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상사부문

패션부문

리조트부문

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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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메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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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1

글로벌 프론티어 삼성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대표 이름

세계를 선도하는 도전과 혁신
글로벌 프론티어

‘글로벌 브랜드 가치 Top 5’에 선정된 삼성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삼성은 시대를 앞서가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해왔으며

초일류 글로벌 기업입니다.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글로벌 프론티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UNITED STATES Apple
CHINA

KOREA

Amazon
Google

ICBC

Microsoft

Wechat

Walmart
Facebook
Verizon

The World's TOP 10 Most Valuable Brands 2021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월마트

페이스북

ICBC

버라이즌

위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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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1

1위의 사명과 책임

함께 성장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뛰는 동반자

대한민국 불변의 재계 1위
국가 경제 공헌 1위

삼성그룹은 대한민국 재계 1위의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강산이 몇 번이고 변한 반세기 동안 변함없는 1위로 경제에 기여하고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격을 드높이는 기업, 삼성입니다.

"삼성 희망디딤돌 덕에 제과제빵사 꿈꿀 수 있게 됐죠"
삼성그룹 '교육양극화' 해결 스타트

"30대 그룹 순위 10년간 '지각변동'… 삼성은 부동의 1위"

이데일리 | 2021년 8월 10일

"삼성, 10년간 국가경제 공헌 1위"

메트로신문 | 2014년 12월 19일

한국경제 | 2021년 7월 23일

(한국기업공헌평가원 2021년 한국 대기업 국가경제 공헌도 평가 결과 발표)

삼성전자,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로… 코로나치료센터·마스크 기부
외신 "삼성, 코로나 국면 전환에 기여"

매일경제 | 2021년 3월 8일

아시아경제 | 2020년 6월 6일

코로나 백신 주사기, 내달부터 월 1000만 개 생산
삼성전자 코치받았다

1

연합뉴스 | 2020년 7월 8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조선비즈 |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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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HERITAGE 2

삼성물산, 세계의 랜드마크를 짓다

세계의
랜드마크를 짓다

세계 초고층 빌딩의 역사를 세워온 삼성물산은 한계에 도전하며,
더 높은 건축을 향한 인류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층
부르즈 칼리파

대만 최고층
타이베이101

유럽 최고층
세계 최고층 쌍둥이 타워

라흐타 센터

페트로나스 타워

국내 최초 초고층 주상복합
타워팰리스

한강변 최고층 아파트
래미안 첼리투스

828m
163층

508m
101층

462m

452m

87층

8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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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m
6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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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m
56층

HERITAGE 2

세계 최정상의 기술력

삼성물산의 최첨단 혁신공법의 집약체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상상을 현실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삼성은 상상을 뛰어넘는 랜드마크를 건축하여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키우고,
건축 선진국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UAE Shuweihat S2 담수발전

세계 조경가들이 인정한 서울시청사 - 그린 월

대한민국의 관문 - 인천국제공항

경이로운 10대 건설 선정 - 인천대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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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주거의 기준을 바꾸다

최초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가치 있는 곳에는 언제나 래미안

창의적인 발상과 혁신적인 기술로 주거문화를 혁신해온 기업!

가치에 대한 안목이 높은 분들께서 선택하고,

삼성은 건축기술 연구뿐 아니라, 주거문화에 대한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보답하는 삼성물산이기에 래미안은

인문학적 연구를 지속해온 주거문화 혁신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그 지역 최고의 랜드마크로 탄생합니다.

2000 최초의 주거 브랜드 ‘래미안’
2002 최초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
2004 최대의 주거성능실험실 구축 ‘주거성능연구소’
2005 최초의 주거서비스 브랜드 ‘헤스티아’
2006 최초의 주거정보통신환경 구축 ‘유비쿼터스’
2009 최초의 패시브하우스 구현 ‘그린투모로우’
2015 최고의 한강변 초고층아파트 ‘래미안 첼리투스’
2018 최고의 독자적 IoT 플랫폼 전시관 구축 ‘HomeLab’
2020 최대의 층간소음연구소 설립 ‘래미안 고요安’

46

47

THE TIMELESS VALUE

HERITAGE 3

최고의 신용도, 성공을 약속하다

국가 공인, 시공능력 1위

압도적 재무능력, 신용등급 AA+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가 공인하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삼성물산은 어떤 프로젝트라도

가장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신뢰의 시공사, 삼성물산은

가장 신속하게 완수할 수 있는 1등 시공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대한민국 1위의 건설회사입니다.

시공능력평가 8년 연속

22.6

신용등급

1위

1위

삼성물산 

동종업계 유일

AA-

H건설 · D이앤씨 · H엔지니어링

A+

P건설 · L건설 · H산업개발

A

G건설
D건설

AA+

A( 2021년 3대 신용평가사 기준 )

11.4
9.9
9.5

자산규모

8.7

1위
H건설

G건설

P건설

14.7

G건설

D이앤씨

D건설

18.4

H건설

D건설

삼성물산

55.2

삼성물산

10.3
8.3
( 단위 : 조원 )
( 2021년 6월 금융감독원 기준 )

( 단위 : 조원 )
( 2021년 국토교통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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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볼 수 없는 프리미엄

프리미엄 1위, 래미안

끊임없는 기술 투자와 최고의 시공품질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최고의 가치.

이유 있는 프리미엄 1위, 멈추지 않는 혁신과 투자!

래미안은 브랜드 탄생 이래 21년 동안 최고의 프리미엄을 상징해온

래미안이 고품질 프리미엄 아파트의 대명사가 되어온 것은

대한민국 No.1 브랜드입니다.

업계를 압도하는 기술투자와 연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래미안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 6년 연속 1위
삼성물산이 서울에서 지은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대형 건설사 브랜드 가운데 6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114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5위권 건설사(컨소시엄 제외한 단독 시공 기준)별로 서울 지역 아파트의 올해 2월 말
기준 3.3㎡당 평균 매매가를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이 444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15년부터 6년 연속 가장 높은

연구개발비

수준이다. 이어 GS건설(3902만원), 현대건설(3466만원), 대림산업(3018만원), 대우건설(2414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1위

지난해 기준 종합건설 부문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순이다.

이데일리 | 2020년 3월 24일

1,777

삼성물산

1,491

H건설

668

D건설

642

D이앤씨

시공능력 상위 5개사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

G건설

339
( 단위 : 억원, 2020년 사업보고서 기준 )

4,361
3,790

3,059
2,605

2,740

삼성물산 4,447
G건설 3,902

시공품질

H건설 3,466

1위

D산업 3,018
D건설 2,414

7 삼성물산
H건설
D건설
G건설
D이앤씨

( 단위 : 만원 / 3.3㎡ )

※ 하자 판정 수 순위

131
281
341
387

( 부동산 114, 2020년 2월 기준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2018년 ~ 2021년 8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건수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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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자부심이 되다

전문가의 선택 1위

고객의 선택 1위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지속하여 ESG 경영 대상을 수상한 삼성물산!

가장 많은 고객께서 가장 만족스런 아파트로 선택해주신 아파트!

그 결과 래미안이 IFLA (세계조경가협회) 대상, CDP Award (탄소정보공개) 대상 등을 수상하여

래미안이 해마다 수상하는 다양한 고객만족도 1위의 기록은

전문가들에게 최고의 브랜드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래미안 리더스원 수상

국가고객만족도(NCSI) 24년 연속 1위

세계조경가협회상 10회 수상

한국산업 브랜드파워(K-BPI) 20년 연속 1위

CDP Korea 어워즈 5년 연속 명예의 전당 편입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8년 연속 1위

한국서비스 품질지수(KS-SQI) 6년 연속 1위

CIO 100 어워즈 국내건설사 최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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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3

21년 헤리티지 주거 브랜드 래미안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No.1

최고의 고객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 래미안

언제나 기대를 뛰어넘고, 상상을 초월하는 명품 아파트를 선보여온 브랜드

래미안에 대한 고객 여러분의 높은 기대에 최고의 만족으로 부응해온 삼성물산!

래미안은 건축 기술적, 주거 기능적 혁신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압도적인 가치 상승을 주도하며

대한민국 시공능력평가 1위의 기업역량으로 완벽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빈틈 없는 사업추진으로

시대가 흘러도 변함없이 No.1의 위상을 지켜온 명품 중의 명품아파트입니다.

성공적인 시공을 약속해온 신뢰의 이름 삼성, 변함없이 최고의 시공사로 선택받고 있습니다.

래미안 퍼스티지

래미안 원베일리

반포지구 최초의 대단지 재건축사업으로서, 이전까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반포의 중심이면서 한강변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건축설계와 최고 수준의 품격으로 완성하여 강남 주거문화의 미래를 제시하는 새로운

경남 상가 등 여러 개의 재건축 구역을 통합하여 대단지만의 프리미엄을 추가로 획득하고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더욱 풍요로운 단지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래미안 첼리투스

래미안 원펜타스

용산 아파트 선호도 1위로 그 가치를 입증해낸 삼성의 역작.

래미안의 명성을 재확인하는 고품격 프리미엄 단지입니다.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한강변에서 유일한, 56층의 초고층 아파트라는 희소성에 삼성의 탁월한 기획력을 더해

있는 신반포에서 랜드마크를 실현하고 프리미엄을 높이기 위해 스카이 브릿지, 커뮤니티

랜드마크로 승화시킨 프리미엄 아파트입니다.

고급화 등 다양한 시도로 조합원님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래미안 블레스티지

프레스티지 바이 래미안

최고의 입지에 최고의 브랜드와 설계를 더해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삶의 질을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에 큰 의의를 지니고 있는 반포1단지 3주구!

누릴 수 있는 명품 아파트! 주변의 다양한 아파트 브랜드들을 압도하는 높은 프리미엄

그 역사성과 자부심에 걸맞는 혁신적인 설계와 사업계획으로 프레스티지 바이 래미안이

으로 헤리티지 브랜드의 가치를 입증하였습니다.

21세기의 반포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래미안 개포 포레스트

래미안 레벤투스

숲으로 둘러싸인 단지 입지를 고려한 과학적인 조경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아파트의

재건축 세대 총 308세대로 작은 규모지만, 래미안의 브랜드를 부여하는 만큼 삼성은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강남 핵심 주거요지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품격과 환경을

주변의 그 어느 대단지 부럽지 않은 완벽한 사업추진과 최고의 프리미엄을 실현하기

핵심 컨셉으로 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미엄을 실현하였습니다.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래미안 대치팰리스

래미안 마크더스위트

대치동을 대한민국의 주거 요지로 새롭게 변모시킨 명품 프리미엄 아파트!

탁월한 주거 품질과 프리미엄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명품아파트, 래미안 마크더스위트!

래미안 대치팰리스는 탁월한 조경 설계와 혁신적인 커뮤니티 설계로 최상급의

부산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는 금정산의 자연을 모티브로 하여 세계 수준의

프리미엄을 실현하였으며, 대한민국 주거요지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건축 디자인을 완성, 명륜2구역을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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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파트너, 삼성

언제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삼성.
변함 없는 대한민국 1등 건설사, 1등 브랜드로 최고의 가치와
프리미엄을 선사하며, 조합원님의 진정한 삶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불안한 시대에
변치 않는 본질을 담아
미래의 시간을 짓습니다.

삼성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준의 차이를 만드는 자부심
진정성과 전문성으로 당신께
최고의 프리미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으로 증명해온 신뢰와 가치,
당신 곁에 어울리는 유일한 파트너

삼성물산 래미안 드림

Your Life Compan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