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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혁신 결의대회 개최

우리회사는 지난 10월 2일 창사이래 최대 규모로 본사와 국내 전 

현장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혁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임직원의 

안전의식 고취와 중장기 안전관리 방안 수립을 위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대표이사와 본사 및 국내현장 전임직원은 물론 현장의 

근로자까지 모두 참석했다.

본사에서는 안전혁신 대토론회 개최 후 본사 임직원 311명이 광

고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 모여 외부 특강, 중장기 현장 안전관리

방안 발표,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결의 등이 이어졌고, 동시에 

국내 39개 주간사 현장에서는 현장 근로자 포함 총 2,125명이 모

여 안전혁신 결의대회와 협력업체 합동 안전 점검, 현장 정리정

돈 등이 진행됐다.

우리회사는 이번에 수립된 안전관리 방안을 통해 임원으로 구성

된 ‘안전위원회’와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 

특별팀’을 신설해 365일 현장 상시점검을 진행하고, 본사 안전혁

신팀과 공사팀의 주말 불시점검을 도입함과 동시에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KOSHA 18001 인증

을 유도하는 등 상생 안전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Bedok Mixed Development Project, 

2015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에서 

해외건설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국토교통부와 파이낸셜뉴스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

획학회가 주관하는 ‘2015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 대전’에서 우

리회사 싱가포르 베독 복합개발 프로젝트가 해외건설부문의 국

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

운 도시’를 주제로 지난 8월 24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베독 복합개발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쇼핑

몰, 버스환승센터와 주거가 한 건물에 복합된 베독 지역 중심지 

개발의 핵심개발 사업이며, 이 사업에서 우리회사는 복잡한 시공

절차와 짧은 공기라는 어려움 속에서 완벽한 시공을 이끌어내 싱

가포르 정부로부터 최고 수준의 설계기술을 입증 받았다.

오산세교 아파트 현장,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최고의 VE 기술력 인정 받아!

오산세교 아파트 현장이 

지난 10월 6일 한국토

지주택공사(LH) 경기지

역본부에서 개최한 ‘시

공VE 교류회’ 심사에서 

‘우수 VE건’ 부문 1위와 ‘우수 VE팀’ 부문 2위에 선정됐다.

이번 심사는 예비심사를 통해 채택된 VE 활동 사례 총 83건을 발

표하는 자리로 경기지역본부 산하 30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

으며, ‘지하주차장 기초형식 변경’건이 경기지역본부 ‘우수 VE건’ 

1위를 차지했다. 현장에는 LH 우수현장 현판이 수여될 예정이며, 

이번 수상을 통해 우리회사의 원가절감을 위한 VE 활동능력 및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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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창 소래로 연결도로현장 LH 시공VE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우리회사 인천서창 소래로 연

결도로현장이 건설 시공단계의 

원가절감 및 가치향상 기법인 

시공VE(Value Engineering) 활

성화를 위해 12월 3일 한국토지

주택공사(LH) 본사에서 개최된 

‘2015년도 시공VE 경진대회’에

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22개 지

역본부 예선을 거쳐 본선 대회에 44개 팀, 86건이 올라왔고 이 중 

심사를 거쳐 8개 팀과 8건이 최종 선정됐으며, 당사의 ‘기존 도수관

로 처리방안 개선’건이 시공 중 안정성 확보,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의 시공방안 개선 효과를 인정받아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한국지반환경공학회 기술상 수상 

지난 9월 18일 한국지반환

경공학회 창립 15주년 기념 

‘2015년 정기총회 및 학술발

표회’에서 우리회사 토목•기

술지원총괄 조현 상무가 건설

공사의 품질향상, 예산절감을 

위한 최적공법 선정 및 건설IT 

적용을 통한 현장 효율성 극대화 등 국내외 토목분야 설계 및 시

공 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한국방재학회(2008년), 한국암반공학회(2010년), 한

국터널지하공간학회(2011년), 대한토목학회(2013년) 및 한국지반

공학회(2014년)에서 수여하는 기술상 수상에 이어 6번째로 수상

하는 기술상으로 본 수상을 통하여 지반환경공학 분야에 대한 당

사의 기술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대외

적으로 당사의 우수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호기의 장이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

지난 6월 25일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개최된 

‘건설의 날’ 행사에서 우리회사 

Le Nouvel Condominium 신축

공사 현장소장인 엄경륜 부장

이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

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Le Nouvel Condominium은 말

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최고급 주거시설로서 특색있는 건물 

외관을 구현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프로젝트로, 본 

수상을 통해 우리회사의 우수기술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우리회사가 지난 10월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서 

실시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며, 총 도급액은 약 

900억 원이다.

이 공사는 강서구 등촌동 366-24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3

층 규모의 아파트 9개 동과 연립주택 1개 동 등 총 518가구를 건

설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4개월이다.

평촌 목련 3단지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수주

우리회사가 주관사로 참여한 컨소시엄(회원사 : 금호건설)이 지난 

8월 평촌 목련 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실시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며, 총 도급액은 약 1,568억 원(우

리지분 50%, 784억 원)이다.

이 공사는 1992년 준공된 목련 3단지 우성아파트로 리모델링을 

통해 최고 20층에서 23층으로 3개 층이 수직 증축되고, 총 가구

수도 902가구에서 1,037가구로 늘어날 계획이며, 공사기간은 착

공일로부터 3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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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제6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수주

우리회사가 주관사로 참여한 컨소시엄(대아건설, 대림종합건설, 

도담이앤씨)이 10월 1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보성~임

성리 철도건설 제6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약 852억 원(우리

지분 74.7%, 636억 원)에 수주했다.

이 공사는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남산리~영암군 학산면 매월

리 일대 총 연장 13.72km의 철도 노반신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

로,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8개월이다.

서울 마곡중앙공원 조성공사 수주

우리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주관사 : 계룡건설산업)이 지난 10월 

13일 SH공사에서 발주한 서울 마곡중앙공원 조성공사를 1,128억 

원(우리지분 49%, 553억 원)에 수주했다.

이 공사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3공구 내에서 

503,875㎡의 중앙공원 조성과 30,446㎡의 지하 2층~지상 4층 식물

문화센터를 건설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43일이다.

목포항 대불철재부두 건설공사 수주

우리회사가 6월 18일 조달청(수요처 :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목포항 대불철재부두 건설공사를 약 207억 원에 단독으

로 수주했다.

이 공사는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일원에 인근 중소규

모 조선소의 철재, 철물 선적을 위한 2만톤급 1선석이 들어설 수 

있는 전용 부두를 설치하는 공사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0일이다.

춘천집단에너지 공급설비 주배관 건설공사 수주

우리회사가 9월 2일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춘천집단에너지 

공급설비 주배관 건설공사를 80억 원에 단독으로 수주했다. 

이 공사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11차 장기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따라 춘천집단에너지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

배관 및 공급관리소를 건설하는 공사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14개월이다.

송전선로 긴선공법 전력신기술 지정

지난 9월 14일 ‘리모콘방식 유

압윈치를 이용한 송전선로 긴

선공법’이라는 기술이 산업통

상자원부로부터 전력신기술 제

102호로 지정받았다. 이 기술은 

송전선로 가선공사 중 연선작

업 완료 후 긴선작업을 하기 위

한 신기술로 철탑 상부 작업자

가 철탑 하부에 설치된 유압윈

치를 무선 리모컨으로 조정하여 엔진풀러 조작자 및 보조작업원

이 필요없으며, 이로 인해 엔진풀러 작업 중 와이어 이탈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재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공

법이다. 금번 전력신기술 지정을 통해 신기술 가점에 따른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우리회사 토목•건축 기술세미나 개최

우리회사 토목기술팀 및 건축기술팀 주관으로 기술의 공유와 숙

지를 통한 분야별(영업/견적/공사/안전 등) 전문성 제고, 입찰견

적능력 향상 및 수주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술세미나를 매월 

각 1회 본사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하반기(6~12월)에 개최된 기술세미나에서 토목 분야의 경우 ‘교

량의 설계와 시공-특수교량 공법’, ‘Top-Down 공법의 이해 및 

적용’, ‘비탈면안정 공법 및 안정화 대책사례 소개’, ‘3D프린터의 

소개와 건설산업에서의 활용’, ‘노후화 교량 유지관리 현황 및 전

망’, ‘지반조사의 이해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으며, 

건축 분야의 경우 ‘실시공을 고려한 가시설 설계 및 시공’, ‘그린

리모델링 관련 제도 및 실행사례 소개’, ‘초고층 건축물의 소방 방

재대책 및 사례’, ‘Construction Management 및 일반적인 계약형

식의 소개’, ‘실내정원의 이해와 활용’, ‘피뢰보호 및 접지’를 주제

로 사내•외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됐다.

본 기술세미나를 통해 건설 산업 전반의 최신 기술정보와 국내외 

입찰견적 시 필요한 기초 및 고급 기술을 전파하는 등 업무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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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임직원들의 업무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각 분

야의 수주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015 추계자원공학연합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15th Asian Regional Conference on Soil Mechanics and 

Geotechnical Engineering(15ARC) 논문 선정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암반공학회 및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

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5 추계자원공학연합학술대회’가 10월 28

일부터 30까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개최됐으며, 우리회

사 토목기술팀 김재윤 대리가 ‘카르스트 지형 석회암 분포 도로

사면의 조사 및 안정화대책 사례 연구(저자 : 박부성, 조현, 김재

윤, 박동인)’라는 주제의 영월-방림 도로건설공사 현장 비탈면 

대책방안 적용사례 및 ‘고수압 자갈층에서의 한강하저 통과구간 

Shield TBM 적용 사례 연구(저자 : 김창수, 김재윤, 이수호, 조현, 

황동안)’라는 주제의 영종-교하 주배관 제2공구 현장 시공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국제지반공학회(ISSMGE)와 일본지반공학회(JGS)가 공동 주최

하는 제15차 Asian Regional Conference on Soil Mechanics 

and Geotechnical Engineering(15ARC)이 11월 9일부터 13일까

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됐으며, 우리회사 토목기술팀에서 

제출한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hield TBM in the 

Gravel Layer with High Water Pressure Underpassing the Han 

River(저자 : 김창수, 김재윤, 이수호, 조현, 황동안)’라는 주제의 

영종-교하 주배관 제2공구 현장 시공사례 논문이 발표 논문으

로 선정됐다.

빌딩스마트협회 BuildSMART Conference 2015 외 

학회 1곳 참가 및 발표

㈔빌딩스마트협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BuildSMART Conference 2015'가 11월 26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본 컨퍼런스는 빌딩정보모델링(BIM) 전문가들이 그동

안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로서, 우리회사 건축기술

팀 이종상 부장이 참가하여 ‘BIM for Construction’이라는 주제로 

우리회사의 싱가포르 베독 복합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주거학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주거학회(리모델링 분과위원

회) 정기 세미나’가 12월 19일에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정책

과 친환경 리모델링 사례’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우리회사 건축

기술팀 박철용 차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례 – 저에너지 

친환경 기술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우리회사의 밤섬 예가 클래식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BIM학회 주관 2015 BIM Symposium 외 2곳 패널 참석

지난 6월 24일 조달청에서 주관한 ‘맞춤형 서비스 시설공사 2016

년 BIM 전면 확대시행 관련 간담회’에 우리회사 건축기술팀 이종

상 부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조달청 BIM 발주지침 및 2016년 맞

춤형 서비스 사업의 모든 공사에 BIM 설계적용 확대시행에 대한 

발주기관 및 관련업계의 준비상태 등 시행가능 여부를 토의했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11월 11일 개최한 ‘서울시 건축물 에너

지정책 개선방안’ 전문가 좌담회에 우리회사 건축기술팀 박철용 

차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BRP)의 활성화를 위한 사후평가 제도 

및 지원금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 산업계, 학계, 

민간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했다.

한국BIM학회가 11월 20일 개최한 ‘2015 BIM Symposium’의 ‘EX-

BIM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토목분야 BIM 정착을 위해 대학, 국

책연구소, 공기업, 시공사 및 설계사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했으

며, 우리회사 토목기술팀 이송헌 부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BIM 발

주에 따른 적절한 업무구분(Role & Responsibility), 전문인력 보

유 및 적절한 용역비용의 책정 등에 대해 발언했다.

LH 직무교육 ‘BIM 실무과정’ 교육 강사로 참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직무교

육(BIM 실무과정)이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우리

회사 건축기술팀 이종상 부장이 강사로 선임되어 ‘해외 BIM 시공

사례’에 대해 교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