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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PIECE by NATURE



자연의 명작을 세우다

대한민국 친환경 아파트의 대명사라는 자부심을 넘어

이 시대 최고의 주거 브랜드로 자리한 푸르지오.

아파트라는 건축물에 자연의 생명력과 가치를 불어 넣은

자연의 명작 푸르지오를 특별한 분들께 바칩니다.

푸르지오란?
깨끗함, 산뜻함의 이미지인 순 우리말 ‘푸르다’와 대지와 공간을 상징하는 ‘GEO’가 결합된 것으로

사람, 자연 그리고 환경이 하나된 차원 높은 생활문화공간을 의미합니다.



대우건설의 친환경 주거 철학을 집약한 푸르지오의 탄생

대우건설은 1994년 국내 최초로 아파트에 환경개념을 도입한 그린홈, 크린아파트라는 주거상품을 탄생시켰으며 2003년에는 

친환경 철학을 집약하여 자연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인 ‘푸르지오’를 론칭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친환경 브랜드로 성장한 푸르지오는 깨끗함, 싱그러움을 표현하는 “푸르다”라는 순우리말에 대지, 공간을 

뜻하는 “GEO”를 결합한 것으로 사람, 자연, 그리고 환경이 하나 된 차원 높은 생활문화 공간을 의미합니다. 

최고급 주거상품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 론칭

2014년 대우건설은 푸르지오의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층 더 높아진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최고급 주거상품 

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을 새롭게 론칭하였습니다. ‘푸르지오 써밋’은 친환경 대표 아파트 브랜드인 ‘푸르지오’에 정상, 최고점, 

정점을 의미하는 ‘써밋(Summit)’을 붙여 최고급 주거상품에 걸맞은 품격과 고급스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자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파트 브랜드로 성장

이제 푸르지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파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10년 연속 주택 공급 순위 1위로서 ‘살기좋은 아파트’ 

대통령상 포함 최다 수상, 프리미엄 브랜드 지수 1위 선정, 국내 최초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수상실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4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상 대상, 2013년 프리미엄 브랜드 지수 1위 

푸르지오 시티 수상, 2014년 대한민국 주거서비스 대상 종합 대상 수상 등 만족스러운 주거 단지 설계를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그간 이룩해온 괄목할만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차별화된 브랜드 철학과 한 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프리미엄 주거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구현해나갈 것입니다.

자연주의 건축철학으로 완성한 
프리미엄 주거문화 공간!

“건축은 자연을 지배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

 Frank Lloyd Wright, 1867~1959



자연이 그려낸 작품 같은 집
푸르지오의 건축 철학은 자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연이 지닌 본연의 성질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에 가장 가까운 주거공간을 만듭니다.

여기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갤러리, 푸르지오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돌은 과묵합니다. 침묵으로 건축물의 세월을 지탱합니다.

위대한 건축물의 탄생을 위한 가장 완벽한 소재입니다.

물은 생명을 순환하고 정화합니다.

삶을 치유하고 활기를 불어 넣는 존재입니다.

바람은 항상 새로움을 향합니다. 머무르지 않고 앞서갑니다.

오늘날 집에 담긴 기술의 진화도 바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조형물입니다.

가장 친근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거의 외부환경을 완성합니다. 

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에 있습니다.

주거의 가치는 물질이 아닌 사람을 향할 때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돌, 
푸르지오를 완성하는 가장 완벽한 소재가 되다

도시의 표정에 생동감을 불어 넣고 푸르지오의 가치를 높이는 외관.

돌은 푸르지오의 건축미학을 완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재이자 가장 완벽한 재료입니다.

PRUGIO EXTERIOR



하늘과 맞닿은 35층 피트니스 클럽

26층 높이의 스카이 브릿지

서초 푸르지오 써밋 건축 개요

[서초 삼호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지상 최고의 힐링을 선사할 35층 피트니스 클럽과 26층 스카이 브릿지는

강남 최정상의 주거단지에 걸맞는 서초 푸르지오 써밋만의 차별화된 커뮤니티 계획으로

하늘 위를 산책하는 듯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0번지 외 2필지

건축규모 : 지하 2층 ~ 지상 35층 7개동

연 면 적 : 162,715.45㎡

강남의 대표작으로 빛날 서초의 정상

강남의 모든 가치가 시작되는 곳!

새로운 정상의 공간에서 최상의 자부심이 시작됩니다.

ThE sUmmIT 
Of sEOchO

서초 푸르지오 써밋



용산 푸르지오 써밋 건축 개요

[용산역전면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391번지 일대

건축규모 : 지하 9층 ~ 지상 39층(업무동), 지상 38층(공동주택)

연 면 적 : 150,738.12㎡

명품 주거공간 그 이상의 자부심을 담은

프리미엄 랜드마크

용산의 스카이라인을 대표할 39층 높이,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한 4면 개방 타워형 설계,

정상에게만 허락된 최상층 펜트하우스 설계 등 용산 푸르지오 써밋은

명품 주거공간을 넘어 시대에 남을 프리미엄 랜드마크로 자리할 것입니다.

세상의 정상들을 위한 용산의 정상

ThE sUmmIT 
Of YOnGsan

입지의 가치와 자부심의 차원이 다른 서울의 중심!

푸르지오의 품격을 담은 명품 주거공간으로 완성됩니다.

용산 푸르지오 써밋



집으로 향하는 길, 멀리서도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푸르지오의 입면.

독창적인 건축미학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듭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웅장함 _ 입면 차별화

▲ 웅장함이 돋보이는 푸르지오 입면 디자인 

▲ 시각적인 주목도를 높인 입면 색채 디자인 ▲ 야간에도 시선을 사로잡는 경관조명▲ 예술적인 장식품과 조화된 단지



▲ 자연의 요소를 활용한 그린 월(Green Wall) ▲ 수직으로 상승하는 주동에 안정감을 부여한 저층부 석재마감

▲ 석재마감으로 고급감을 더한 주동 출입구

▲ 그린 웨이브(Green Wave)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 특화

▲ 부드러운 곡선을 이용한 푸르지오의 차별화된 문주 디자인

주출입구 문주와 주동 출입구는 물론 외부 경계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푸르지오만의 자부심이 가득 느껴지도록 하였습니다.

자부심의 상징 _ 외관 특화



나무, 
생명력으로 가득한 푸르지오의 숲을 이루다

크고 작은 나무가 모여 하나의 숲을 이루고

그 숲은 도심 속에 자리한 푸르지오에 생명력을 숨쉬게 하는 뿌리가 됩니다.

PRUGIO LanDscaPE



단지 안의 길을 따라 다양한 스토리를 담은 푸르지오의 테마가든.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쾌적한 생활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가 담긴 정원 _ 테마가든

▲ 사계절 꽃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플라워 가든

▲ 숲을 단지 안으로 옮겨온 힐링 포리스트 ▲ 기암 괴석과 초목으로 꾸민 한국형 조경▲ 사색의 길을 테마로 한 푸르지오 에세이 산책로



▲ 원색의 예술품이 시원한 물줄기와 어우러진 분수광장

▲ 연못과 가든 테이블이 어우러진 아쿠아 가든

▲ 계곡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자연형 벽천

▲ 청량감을 더해주는 푸르지오 분수광장

청량감을 주는 분수, 자연 생태계를 옮겨온 듯한 벽천과 실개천 등

다양한 수경시설은 푸르지오가 자랑하는 조경미학의 진수입니다.

푸르지오 조경의 진수 _ 수경시설



▲ 숲 속의 연못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글라스 조형물▲ 만남을 형상화한 설치 미술품▲ 오리들의 소풍을 연상시키는 수경공간

▲ 나뭇잎을 원형의 형태로 감싼 예술 장식품

▲ 입주민의 교감을 손으로 표현한 예술 장식품

푸르지오를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예술 장식품은

현대 미술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단지의 가치를 한 차원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작품의 만남 _ 예술 장식품



▲ 대형 파라솔 테이블이 마련된 데크쉼터

▲ 입주민의 소통을 위한 대형 휴게쉼터 ▲ 아쿠아 가든과 연계된 휴식공간

푸르지오의 테마가든 주변에 마련된 휴식공간은

입주민들을 위한 소통과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힐링의 공간 _ 휴게시설



▲ 동물의 캐릭터를 활용한 어린이 놀이터 디자인 ▲ 모험심을 키워주는 창작 놀이터

▲ 유치원 버스, 학원 차량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새싹 정류장▲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상상 놀이터

상상 놀이터, 새싹 정류장 등 푸르지오만의 독창적인 어린이 놀이터는 

자녀들의 오감을 자극하여 감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꿈의 공간 _ 어린이 놀이터



▲ 베드민턴, 축구, 농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멀티코트

▲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로맨스 가든

▲ 어르신들의 체력을 배려한 시니어 놀이터

▲ 생활의 활력을 더해주는 야외 운동시설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연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과 어르신들의 체력을 배려한 다양한 운동시설이 마련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_ 운동시설



물, 
활기차게 흐르는 푸르지오의 생활을 닮다

단조로운 일상을 보다 활기차고 여유롭게 하는 푸르지오의 커뮤니티.

쉼 없이 흐르는 물은 푸르지오의 삶과 생활을 닮았습니다.

PRUGIO cOmmUnITY



▲ 단지 내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아쿠아 클럽

▲ 푸르지오 커뮤니티 Uz 센터

▲ 입주민의 만남과 대화를 위한 Uz 카페

Uz(유즈)란?

U(You, 有, Ubiquitous)와 Z(복수형어미, Needs)의 합성어로

입주민의 니즈에 맞춘 대우건설의 주민편의시설을 의미합니다.



▲ 자녀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단지 내 어린이집

▲ 자녀들의 학습을 위한 푸른 도서관 ▲ 품격 있는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골프 클럽

입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만을 특화하여 조성되는 Uz 커뮤니티.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활기찬 생활의 시작 _ Uz 커뮤니티

▲ 21C 新실크로드 _ 파키스탄 고속도로 

▲ 입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피트니스 클럽

▲ 요가와 에어로빅을 즐길 수 있는 G/X 클럽



꽃, 
푸르지오의 가치를 담아 프리미엄을 꽃 피우다

시대를 앞서 대한민국 주거문화의 가치를 꽃 피워 온 푸르지오.

진정한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좋은 집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PRUGIO PREmIUm



  대우건설의 독보적인 친환경 기술

외출 시 가스차단, 조명제어, 방범설정,

엘리베이터 호출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공용부위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 시스템 (공용부)

집 안 에너지 사용량의 데이터와 누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써 에너지 절약 습관을 유도해 줍니다.

▲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온도 조절기, 조명 스위치, 대기 전력 차단 스위치와

실시간 에너지 감시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컨버전스 제품입니다.

▲ 스마트 스위치

DNA 재질을 이용하여 외부 공기 중에서 유입되는 유해 물질과 

발암 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친환경적인 필터입니다.

▲ 친환경 DNA 필터

맑은 날에는 태양광, 흐린 날에는 풍력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보안등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 ▶

세면기 수전에 3단계 유량 조절이 가능한 

레버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물 사용량을 

줄여주는 친환경 수전입니다.

◀ 절수형 세면기 수전

세대 일부에는 LED 조명이 설치되고 

부부욕실에는 심야 안전 유도등이 설치되어 

야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LED조명 (세대일부),

심야 안전 유도등 (부부욕실)

싱크 절수기의 터치 패드 대신 광센서를

이용한 On/Off 방식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물 절약 효과가 우수합니다.

▲ 센서식 싱크 절수기
■Green Premium은 ‘GREEN’을 모티브로한 5가지 핵심 키워드로 조합된 푸르지오의 상품전략입니다.

■‘GREEN’의 5가지 핵심 키워드는 푸르지오만의 친환경 철학과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푸르지오는 GREEN PREMIUM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주거문화공간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린 프리미엄 키워드

한발 앞선 친환경 에너지 절감 기술을 통해

지구의 환경은 보호하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은 줄여주는

푸르지오의 그린 프리미엄을 만나보세요.



입주민의 편리하고 유익한 주거생활을 위해 

푸르지오가 선보이는 라이프 프리미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생활의 감동이 가득합니다.

  푸르지오에 살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1. 성인을 대상으로 홈가드닝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푸르지오 가드닝 스쿨

2. 골프, 휘트니스, 독서 등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Uz센터

3. 소중한 가족을 위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요리를 배우는 쿠킹 클래스

4.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로 만족과 감동을 선사하는 더 사랑 서비스

5. 메이크업, 피부 관리 등 아름다워지고 싶은 주부들을 위한 뷰티 클래스

6. 세대 내 가구 옮기기, 전등교환, 못 박기 등을 도와주는 대신맨 서비스

7. 이웃들과 함께 정을 쌓으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꿔주는 요가 강좌

8. 아이들의 안전한 차량 탑승과 함께 감성을 키워주는 새싹 정류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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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진은 당사 타 사업지를 실제 촬영한 것으로 라이프 프리미엄은 해당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푸르지오의 Life Premium은 ‘ERG Needs’이론을 바탕으로, 존재 / 성장 / 관계의

주거 욕구 만족을 통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주거 공간 실현을 위하여

6가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40여가지 이상의 다양한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Life Premium이란?



  아파트 내부구조 마음대로 바꾸세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맞벌이 무자녀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집 안의 공간은 좀 더 실용적이고 동선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은퇴 후 노년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고풍스러우면서도 

부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수 있는 평면을 설계했습니다. 

학령기 자녀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가족 간의 원활한 커뮤니티와 

아이와의 유대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평면으로 설계했습니다. 

유아기 자녀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Master 존과 Baby 존의 공간을 연계하여 

집 안 어디에 있어도 언제든지 아이를 돌보기 용이하게 설계했습니다. 

스마트 기기로 내가 선택한 맞춤형 평면을 

언제 어디서나 폰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독립된 공간을 원하는 3세대 동거형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무자녀 부부를 위한 Premium 노년 부부를 위한 Premium학령기 자녀 부모를 위한 Premium

유아기 자녀 부모를 위한 Premium 스마트폰으로 체험하는 My Premium3세대 동거형 가족을 위한 Premium

수납은 넉넉하게! 공간은 콤팩트하게! 자연의 여유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공간으로!엄마와 아이의 공간은 사랑만큼 더 가깝게!

Master 존과 Baby 존의 공간을 연계하여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대로 개방형 솔루션 같이 살지만 따로 사는 듯 공간은 독립적으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듯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집도 달라져야 합니다. 

입주민의 니즈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대우건설만의 5가지 고객 맞춤형 주택.

건설 업계 최초로 마이 프리미엄을 선보입니다.

반짝반짝 아이디어가 숨어있는 5色 스타일 하우스

대우건설 푸르지오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마이 프리미엄은 

입주민의 생활과 스타일에 따라 자신의 마음대로 

평면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맞춤형 평면입니다.

1. 고객님의 기본 정보와 

   전송받을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적합한

   평면 구조를 선택합니다

3. 취향과 개성을 고려하여

   맘에 드는 인테리어를 선택합니다

4. 선택하신 평면 구조와 인테리어를 

   입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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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푸르지오를 향한 주거문화의 새바람이 불어오다

편리한 주거생활에 대한 바람이 오늘의 푸르지오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첨단 시스템 그 안에 불어 올 푸르지오의 진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PRUGIO sYsTEm



세대간
화상통화 기능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

각실 조명제어

가스 밸브잠금

실별 난방제어

무인경비, 문열림 기능
(공동현관, 세대현관)

출입통제
방문자 확인 기능

경비실통화
비상호출 기능

차량도착
알림 기능

첨단 디지털 시스템유비쿼터스 시스템
가스와 조명, 난방 온도를 쉽게 제어하고 

스위치 하나로 가스는 물론 대기전력까지

한번에 차단하는 디지털 시스템. 

푸르지오의 스마트한 세상이 시작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터치 한번으로 

집을 제어하는 유비쿼터스 시스템.

당신의 생각에 따라 스스로 변화하는 

푸르지오의 첨단 기술을 만나보십시오.

■ 멀티미디어를 빠르게 이용하는 초고속 정보통신 구축

■ 위성 방송 시청이 가능한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

■ 다채널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케이블TV 배관·배선

■ 다양한 기능이 내장된 10인치 터치스크린 월패드

■ 조리 시 편리한 10인치 터치식 디지털 주방TV폰 

■ 배관, 배선이 노출되지 않아 깔끔한 벽걸이TV 통합박스

■ 스피커선 정리가 쉬운 서라운드 스피커잭

■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 스위치

유비쿼터스는 물이나 공기처럼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로, 

이 원리를 주거공간에 적용하여 집 밖에서도 조명이나 가스, 난방 등을 제어할 수 있으며, 

홈네트워크와 연계된 터치스크린을 통해 방범, 방문자 확인 등 

각종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시스템이란?

1. 10인치 터치식 디지털 주방TV폰

2. 10인치 터치스크린 월패드

3. 스마트 스위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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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리빙 시스템첨단 안전 시스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웰리빙 시스템.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에서 바로 처리하고

새집 증후군 예방을 위한 친환경 자재 마감으로 

자연에 가까운 청정 생활이 시작됩니다.

내 가족을 위한 푸르지오의 안전 시스템. 

외부인의 침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지 안 어디에서나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무인경비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 유해가스, 음식냄새를 배출하는 렌지후드 자동환기 센서

■ 위생적인 욕실장 일체형 칫솔살균기

■ 고급 호텔 분위기를 연출하는 매립형 샤워수전(샤워부스)

■ 공간 활용에 효율적인 천정 매립형 시스템 에어컨

■ 난방비를 절감하는 실별 온도제어 시스템

■ 오븐, 그릴, 전자렌지 기능이 통합된 전기오븐

■ 설거지 시 편리한 센서식 싱크 절수기

■ 싱크대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

■ 공기의 미세물질을 걸러주는 친환경 DNA필터

■ 비밀번호와 카드로 문을 열 수 있는 디지털 도어록

■ 현관 앞에 사람을 자동으로 촬영하는 스마트 도어 카메라

■ 전화 수신기능, 비상콜 버튼이 내장된 욕실 스피커폰

■ 화재를 대비할 수 있는 전층 스프링클러 시스템

■ 단지 보안을 위한 CCTV카메라 및 디지털 녹화시스템

■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해주는 무인경비 시스템

■ 부재 시 택배를 수령 할 수 있는 무인택배 시스템(구역별 설치)

■ 범죄를 방지해주는 저층부 가스배관 방범 커버시설

■ 위급상황 시 대응이 가능한 지하주차장 비상콜 시스템

1. 렌지후드 자동환기 센서

2. 욕실장 일체형 칫솔살균기

3. 매립형 샤워수전(샤워부스)

4. 시스템 에어컨 

1. 디지털 도어록

2. 스마트 도어 카메라

3. 욕실 스피커폰

4. 전층 스프링클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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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주차 시스템소음 제로 시스템
차량번호 인식 주차 관제 시스템에서부터 

LED 조명 제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푸르지오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주차 시스템입니다. 

방음은 물론 단열 효과까지 뛰어난 

이중 창호 시공과 최신 소음저감 공법으로

생활 소음 스트레스는 낮춰주고 

행복의 볼륨은 높여줍니다.

■ 주차공간의 폭을 2.3m에서 2.5m로 확대

■ 차량 이동에 따라 조명이 밝아지는 LED 조명제어 시스템

■ 통합 관리실로 연결되는 지하 주차장 비상콜 시스템

■ 내 차의 주차 위치를 알려주는 주차 위치 확인 시스템

    (RF-CARD를 Tag에 인식)

(층상배관 시스템)

바닥(층 경계)

아래층
천정

바닥(층 경계)

(아래층 천정에 매립)

기존방식
(내집 바닥에 매립)

신개념 층상배관

광폭 주차시스템으로 
더 넓어진 주차공간

102동 1401호 
55어 1538 위치확인

B1층 D - 120

조명 100%

102동 1401호 
55어 1538 위치확인

B1층 D - 120

로이유리

단열가스(아르곤)

마루마감 3T

시멘트 몰탈

경량기포 콘크리트

콘크리트 슬라브

고성능 차음재

신기술 층간 충격 소음방지 시스템(제315호)

특 허

다중구조의 소음 및 진동 차폐층을 갖는 공동주택 바닥구조

특 허

흡차음 성능을 개선한 가설 방음판 소음 및 진동 차폐를 위한 개량된 공동주택 바닥구조

터널형 이동식 방음벽 폐타이어 칩을 이용한 단열 및 충격 완충재와

이를 이용한 지붕층의 바닥구조잔향실 성능 개선을 위한 차음판

가설방음벽용 연결장치 폐타이어 분말을 이용하여 단열과 방진기능을 가진

개선된 온돌 바닥구조이동식 가설 방음벽

철골보의 변형을 이용한 슬래브 폐타이어 분말을 이용한 바닥 충격음 완충재의 현장 시공방법

바닥충격음 저감구조 및 이를 이용한 시공방법 조립식 경량온돌의 소음방지 구조

■대우건설이 보유한 건축 및 주택 소음·진동 관련 신기술 및 특허

■ 소음이 적고 보수가 용이한 층상 배관 시스템

■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소음 저감 토탈 시스템

■ 방음과 단열이 우수한 로이유리 이중창(아르곤 가스 주입)

■ 바닥 충격 소음을 줄여주는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1. 층상 배관 시스템 

2. 소음 저감 토탈 시스템 

3. 로이유리 이중창 

4.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1. 최대 2.5m 주차 폭 확대

2. 지하 주차장 LED 조명제어 시스템

3. 지하 주차장 비상콜 시스템

4. 주차 위치 확인 시스템 

1 1

3 3

2 2

4 4

입주 후 차량번호를 관제센터에 등록함으로써 

차량 유리에 스티커나 카드를 부착하지 않아도 

입주민의 차량은 자동으로 인식하여 게이트를 

열어주고 외부인의 차량은 통제해주는 

최신 주차 시스템입니다.

차량번호 인식 주차관제 시스템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도록!

고화질 200만 화소 
DOME형 CCTV

강화된 외부인 침입방지!

스마트 도어카메라&
현관 자석 감지기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행복!

홈네트워크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보안은 신속하게 생활은 편리하게!

비상콜 버튼&
원카드 시스템

200만 화소 고화질 CCTV를 보행자 출입구와 방범 사각지대 등 

단지 곳곳에 설치하고 경비실 CCTV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외부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주차관제 시스템으로 단지 외곽에서

부터 사전에 범죄를 차단합니다.

입주자 동선을 따라 보행자 통로와 지하 주차장에 200만 화소 

CCTV를 설치하고 주차장 기둥에 비상콜 버튼을 설치하여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공동현관 및 세대 현관 

출입 기능,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을 갖춘 원카드 시스템을 도입

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단지환경을 조성합니다.

단지 입구부터 집 안까지 꼼꼼하게

가족의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안전의 시작은 입구에서부터!

CCTV 모니터링 시스템&
주차관제 시스템

Five Zones Security System이란?

단지외곽부터 단지내부, 엘리베이터, 세대현관, 세대내부까지 

5개 구역을 중심으로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범죄, 사고를 예방하는 

푸르지오의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안전보안 시스템입니다.

고화질 200만 화소 DOME형 CCTV가 설치되어 있어 24시간 

동안 녹화가 진행되며,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더욱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관 앞 접근 시 자동으로 촬영되어 월패드와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한 스마트 도어카메라, 노루발 못뽑이로도 현관문을 강제로 

열 수 없는 시스템으로 외부인 침입을 방지하고, 외출기능을 설정

하면 무단침입 시 관리실 및 경비실로 통보해주는 현관 자석 감지기 

등 방범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방문자 영상확인, 무인경비 시스템 등 홈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방범 및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실 내 월패드와 

욕실 스피커폰에 비상호출 버튼이 설치되어있어 경비실에 비상

상황을 즉각 알릴 수 있으며,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PRUGIO

2nd Zone
단지내부

3rd Zone
엘리베이터

5th Zone
세대내부

4th Zone
세대현관

1st Zone
단지외곽

단 지 외 곽

01

엘 리 베 이 터

03

세 대 현 관

04

세 대 내 부

05

단 지 내 부

02

CCTV

주차관제

감시 모니터링

SOS
비상통화

현관 앞
자동 촬영

자석 감지기
(무단 침입시 경비실 통보)

원카드
시스템

가스배관
방범커버

방문자 
영상확인



※본 카탈로그의 사진 및 일러스트(그림)는 조합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Living Room
PRUGIO

모던 스타일의 조명이 설치된 우물 천정과 고급스러운 아트월로 기품을 더한 거실.

가족의 소통뿐만 아니라 햇살과 바람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Bed Room
PRUGIO

화려한 인테리어 대신 편안한 잠자리에 중심을 둔 침실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과 내츄럴한 바닥 마감으로 아늑하고 감미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 및 일러스트(그림)는 조합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 및 일러스트(그림)는 조합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Dining Room
PRUGIO

요리만 하던 공간에서 주부의 취미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트렌드가 변화된 주방.

다양한 수납공간과 첨단 빌트인 가전을 마련하여 가사의 불편함은 비우고 여유로움으로 채웠습니다.



Bath Room
PRUGIO

가족들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상쾌하게 마무리해주는 욕실.

집 안의 숨기고 싶은 공간이 아니라 사색과 여유를 만끽하는 힐링의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본 카탈로그의 사진 및 일러스트(그림)는 조합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우신화’ 최단기간 해외수주 500억 달러 달성

▲ 21C 新실크로드 _ 파키스탄 고속도로 ▲ 나이지리아의 에너지 보물섬 _ 보니섬 플랜트

대우건설은 지난 2월 11일 11억 3500만 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클린 퓨얼 프로젝트 공사를 수주함으

로써 해외건설 누적 수주 505억 97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종전 기록을 3년 단축한 최단 기간 달성 신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 해외건설사를 다시 썼다. 1976년 에콰도르의 키토시(市) 도로공사를 시작으

로 그동안 47개국에서 423건의 공사를 수주하며 38년 만에 이룬 쾌거다. 

  2014년 5월 13일

숫자로 보는 대우건설의 글로벌 신화

전세계 47개국 진출

47
505억 9700만 달러 달성

505
전체 423건 공사수주

423
38년 최단 기간 기록

38

GLOBaL LEaDER

세계건설 38년
신화를 다시 쓰다

말레이시아 초고층 건물 Top5 중 3개를 건축한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초고층 오피스빌딩 KLCC Office Tower,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 Telecom Malaysia, 

초고층 시공기술의 집약체 IB Tower를 건설하며 말레이시아 건설현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10대 건설사 중 新기술 가장 많이 보유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대우건설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총 

18건의 건설 신기술을 보유해 10대 건설사 중 최다 기술을 

확보했다. 건설 신기술은 민간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여 산업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89년 도입해 작년 말까지 총 

717건이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업

체의 신기술을 평가 후 지정하며 신기술 보유 건설사는 공공 

공사 입찰시 기술이 반영되면 계약금액의 3.5〜8.5%를 기술

사용료로 추가로 받는다. 

 2014년 3월 10일

hIGh TEchnOLOGY

경이로운 기술력
인류의 한계를 넘다

순위 건설사명 신기술

1 대우건설 18

2 삼성물산 15

3 포스코건설 11

4 현대건설 10

5 대림산업 9

▲ 국내 10대 주요 건설사 신기술 지정건수

▲ 세계 최대 규모 _ 시화호 조력 발전소 ▲ 방사능 유출 가능성 제로화 _ 신월성 원자력 발전소

도시와 섬을 이어주는 최첨단 바닷길 _ 거가대로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총 연장 8.2km의 바닷길 거가대로는 세계 최장(180m) 단일 함체 18개 연결, 

세계 최초 외해 건설, 세계 최대 수심(48m)에서 건설된 해저터널로 세계 선진국도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BEsT PERfORmancE

대한민국 주택공급
업계를 평정하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 문화공간 _ 위례신도시 송파 푸르지오

대우건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한 건설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친환경 아파트의 대명사 ‘푸르지오’를 비롯해 최상위 주거상품 ‘푸르지오 써밋’을 통해 최고의 가치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푸르지오’ 주택공급량 5년 연속 1위

대우건설의 ‘푸르지오’가 올해 1만 8457채를 공급해 5년 연

속 국내 주택공급 1위 자리를 지켰다. 주택 브랜드 경쟁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한 브랜드가 5년 연속 공급 1위를 

차지한 건 처음이다. 대우건설은 민간 건설사 중 가장 먼저 

2011년 ‘세종시 푸르지오’, 2012년 ‘위례신도시 송파 푸르지

오’, 2013년 ‘미사 강변 1차 푸르지오’를 공급해 인기를 끌자 

다른 건설사들도 앞다퉈 분양을 시작했다.

 2014년 12월 26일

▲ 세종시 푸르지오

1위 2만 873가구대우건설

2위 1만 8,214가구호반건설

3위 1만 3,961가구GS건설

4위 1만 3,421가구포스코건설

5위 1만 1,778가구현대건설

대우건설 2014년 국내 주택공급실적 1위

[출처 : 헤럴드경제 2014년 11월 25일]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프리미엄 주거 공간
국내 첫 ‘친환경’ 개념 도입

▲ 국내 최초 제로 에너지 하우스 _ 제너하임

대우건설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주택시장 흐

름 주도자이다. 1994년 ‘그린홈, 크린아파트’라

는 주거상품을 통해 국내 최초로 아파트에 친환

경의 개념을 도입했던 대우건설은 집이라는 공

간을 단순히 살기 위한 공간, 투자를 위한 대상

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프리미엄 주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10월 25일

EcO fRIEnDLY BRanD

친환경 대표 아파트
미래를 제시하다

친환경 기술이 집약된 제로 에너지 하우스 _ 제너하임

국내 최초 에너지 소비율이 O%인 제로에너지 하우스 제너하임은 대우건설의 70여 가지 그린 프리미엄이 적용되어 

실제 거주가 가능한 주택으로 대한민국 친환경 주거문화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국내 최초 태양광 주택 _ 목포 옥암 푸르지오



BEsT BRanD POWER

No.1 파워 브랜드
조합원님께 인정받다

대우건설, 9년 연속 재개발·재건축 ‘1조 클럽’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건설사들 대부분이 재개발·재건

축사업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대우건

설이 재개발·재건축 수주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올 

들어 가장 먼저 '1조 클럽'에 가입한 대우건설은 2005년 

이후 9년 연속 재개발·재건축 수주액이 1조를 넘어서면

서 올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2013년 12월 4일

1위

2위

3위

4위

5위

8조 3,884억원

6조 2,120억원

6조 1,390억원

6조 905억원

5조 5,586억원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 서초 삼호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최근 5년간 재건축·재개발 수주실적 1위 (2010~2014년 기준)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은 아파트 브랜드 _ 한강신도시 푸르지오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조합원님께서 믿고 신뢰하는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

대우건설은 독보적인 수주실적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있어 최고의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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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프리미엄
고객의 신뢰를 받다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프리미엄 아파트 _ 세종시 푸르지오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인정받은 푸르지오는 

행정수도로 이전된 세종시에서도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국내 주택공급 1위, 업계 최초 70% 에너지 절감 아파

트 공급(위례신도시 송파 푸르지오)의 기록을 세우며 ‘살기 좋은 

아파트’ 최다 수상,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을 수상하기도 했

다. 소형 주거 상품 브랜드인 ‘푸르지오 시티’는 2012년과 2013

년 2년 연속 프리미엄 브랜드 지수 1위로 선정됐고 지난해 ‘부동

산114’에서 발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결과 2위를 기록했다.

2014년 10월 25일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우건설 푸르지오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는?

한국주택협회, 매일경제가 주최하고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설협회 등이 

후원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권위 있는 

행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회차 / 연도 순위 아파트

2회(1997년) 1위 부산 해운대 푸르지오

3회(1998년) 1위 광주 첨단지구 푸르지오

5회(2001년) 1위 금호동 푸르지오

7회(2003년) 1위 화곡 푸르지오

9회(2005년) 1위 길음 뉴타운 푸르지오

▲ 위례신도시 송파 푸르지오

살기 좋은 아파트 국내 최다 1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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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대치동)

전화번호  02-556-5218~9

운영시간  10:00~18:00(월~토)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맑고 깨끗한 햇살과 바람, 자연이 사람과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곳.

우리 가족을 위한 내일의 생활과 첨단 주거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푸르지오 밸리가 귀하를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명품 지수 1위프리미엄 지수 1위
(2012·2013) 

굿디자인상 녹색성장 브랜드 대상 친환경 경영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