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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Brookfield Place’ Ground Breaking Ceremony

우리회사가	두바이에서	수주한	3개	프로젝트	중	한	곳인	ICD-

브룩필드	플레이스(ICD-Brookfield	Place)의	Ground	Breaking	

Ceremony가	지난	1월	20일에	개최됐다.	현장에서	개최된	행

사는	우리회사	김석준	회장을	비롯해	두바이투자청장인	H.E	

Mohammed.	Al	Shaibani와	Brookfield의	Chairman인	Mr.	Ric	

Clark,	Multiplex의	Mr.	John	Ferguson(Chairman-Middle	East)	등	

총	50여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했다.	

특히,	두바이에서	수주한	3개	프로젝트	중	가장	먼저	시작한	행사

로	두바이에	우리회사가	공식적으로	컴백을	하는	신호탄	역할을	

했다.

싱가포르 도심지하철 2단계 현장 개통

우리회사	싱가포르	도심지하철	2단계	C921현장이	포함된	싱가포

르	도심지하철	2단계(DTL2	:	Downtown	Line	2)	개통식이	리센룽

(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26일	현지에서	개최됐다.	DTL2는	12개	역사	총	연장	16.6km로	당

사는	2개	역사(Little	India역,	Rochor역)를	포함하여	약	1km를	설계	

및	시공하였다.	짧은	구간	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공사에	적용되

는	모든	터널공법(NATM,	TBM,	CUT&COVER)을	적용하였고,	두	

역사	시공을	위하여	폭	20m의	수로를	이설하였으며,	총	30회가	

넘는	Road	Diversion을	실시하는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최초

로	지하철	공사	무재해	1,600만	인시라는	대기록까지	달성하였다.	

특히,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개통식	축하	연설	중	우리회사	현

장인	Rochor역	구간의	난공사에	대해	언급하여	화제가	됐다.

마리나 해안 고속도로(Marina Coastal Expressway) 

싱가포르 건설대상(BCA Awards) 수상

지난	5월	26일	우리회사가	싱가포르에	시공한	마리나	해안	고

속도로(Marina	Coastal	Expressway)가	싱가포르	건설대상(BCA	

Awards)	시상식에서	토목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싱가포르	

정부가	시공•친환경•설계•안전•품질	등	총	10개	분야로	구분해	

시상하는	건설	관련	현지	최고	권위	상이다.

마리나	해안	고속도로는	공사	구간이	1㎞에	불과하지만	도로	1m

당	공사비가	8억	2,000만원으로	총	공사비	8,200억원이	투입된	

공사이다.	불안정한	매립지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첨

단	공법과	고도의	기술력을	적용해야	하는	고난이도	공사를	성공

적으로	마친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이번	수상으로	우리회사는	싱가포르	건설대상만	총	28회	받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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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건설사	중	최다	수상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급	건축과	고

난도	토목에서	세계	최고의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재확

인할	수	있었다.

2016 해외건설대상 파이오니아부문 최우수상 수상 

지난	3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협회,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

합이	후원한	‘2016	해외건설	대

상’	시상식에서	우리회사가	파이

오니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

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	건설산

업을	세계화하고	‘건설강국	코리

아’의	기상을	심어준	기업을	발굴•전파하고자	강호인	국토부장관	

및	건설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1회 김동진 기술상 수상

지난	12월	29일	‘제1회	김동진	기술상’에	토목기술팀	최재호	차장

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동진	기술상’은	2015년	11월	우리	곁을	

떠난	故김동진	부사장의	회사에	대한	헌신과	업적을	추모하고,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인	직원을	선정해	포상하기	위하

여	2015년	제정되었다.

최재호	차장은	건설	신기술	지정	및	특허	등록	등	전문분야	기술

개발,	국내외	논문	발표	등을	통한	당사	대외	기술력	제고,	설계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	및	도급액	증액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

행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제19회 토목의 날’ 국토교통부장관표창  

지난	3월	30일	건설회관에서	

대한토목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19회	토목의	날’	행사에서	우

리회사	소사-녹산간	도로개설

공사	현장소장인	정상협	부장

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

상했다.	

정상협	부장은	토목공사의	원

가절감,	공기단축	및	품질향상

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토목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빌딩스마트협회 BIM 발전 공헌상 수상 및 

조달청 BIM 관리 자문위원 위촉 

지난	4월	21일	빌딩스마트협회

로부터	우리회사	건축기술팀	

이종상	부장이	BIM	전문가로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

로	국내	BIM	발전에	기여한	공

로를	인정받아	BIM	발전	공헌

상을	수상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조달청의	

BIM	관리	자문위원에	응모하여	

조달청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기	2년(2016.04.11~2018.04.10)의	

조달청	BIM	관리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자문위원은	조달청	맞춤

형서비스	BIM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지침서	

개선,	맞춤형서비스	사업별	BIM	적용목적	정립,	BIM	업무관리를	위

한	기술지원	및	BIM	설계품질	검증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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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 아틀란티스 호텔 등 두바이 고급건축 3건 동시에 수주

우리회사가	두바이에서	미화	총	16억	달러(한화	약	19,000억	원	/	

당사지분	총	7억3천만	달러,	약	8천6백억	원)	규모의	고급건축	프

로젝트	3건을	동시에	수주하였다.

로얄	아틀란티스	호텔(The	Royal	Atlantis	Resort	&	Residences)

은	팜	주메이라(Palm	Jumeirah)	인공섬에	들어선	기존	아틀란티

스	더	팜	호텔을	능가하는	43층	초특급	호텔(782객실)	3개동과	

37층	최고급	아파트(231세대)	3개동을	시공하는	프로젝트로	수주

금액은	미화	8억36백만	달러(한화	약	10,095억	원)이며,	공사기간

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이다.

팜	게이트웨이(The	Palm	Gateway)는	팜	주메이라	인공섬	입구	

지상	261m	높이의	61층과	49층,	48층	등	3개동	총	1,265가구	규

모의	최고급	아파트를	시공하는	프로젝트로	수주금액은	미화	3

억77백만	달러(한화	약	4,521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

터	28개월이다.

ICD-브룩필드	플레이스(ICD-Brookfield	Place)는	두바이	국제금

융센터(DIFC)	인근에	지하	7층~지상	54층	규모의	초고층	최첨단	

오피스	1개동과	포디엄(상가)을	건설하는	초대형	건축	프로젝트

로	미화	3억87백만	달러(한화	약	4,550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착

공일로부터	35개월이다.

싱가포르 도심지하철 TEL 308공구 수주

우리회사가	지난	 1월	25일	싱가포르	LTA(Land	Transport	

Authority)에서	발주한	도심지하철	TEL	308공구를	미화	2억	5천	

2백만	달러(한화	약	3,037억원)에	수주했다.	우리회사가	주간사로	

75%의	지분(1억	9천만	달러	/	한화	약	2,300억	원)을	갖고	현대건

설(25%)과	JV를	구성한	이	프로젝트는	최저가로	입찰하지	않았

음에도	비가격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타국	업체들을	따돌리

고	수주에	성공했다.	

특히	1,	2위로	입찰을	실시한	대형	중국업체	대비	2%,	약	60억	원	

가량	높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수주해	의미가	크다.	

이는	우리회사가	현존하는	최고	난이도	지하철	공사로	평가	받는	

싱가포르	도심지하철(DTL)	921공구에서	세계	최초로	1,600만	인

시	무재해를	달성하는	등	2010년	이후	LTA에서만	24회의	수상실

적을	보유할	만큼	월등한	기술력과	안전관리능력을	보유했기	때

문에	가능했다.

이	공사는	싱가포르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심지하철	Thomson	

Line	남쪽의	동부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공사로	1.78km	구간에	

1.34km	길이의	TBM터널	2개와	Marine	Terrace역을	포함하고	있

으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5개월이다.

영동고속도로(여주-강릉) 민간자본활용 시설개량공사 

제2공구 등 토목공사 2건 동시에 수주

우리회사가	지난	12월에만	관공사	3건,	총	647억	원	규모의	토목

공사를	동시에	수주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영동고속도로(여주~강릉)	민간자본활용	시설개량공사	제2공구

의	수주금액은	총	657억	원이며,	우리회사	지분은	70%(437억	원)

이다.	이	공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까지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	평창군	봉평면	

평온리의	기존	영동고속도로	53.2km를	시설	개량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1개월이다.

군산항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의	수주금액은	총	119억	

원이며,	우리회사	지분은	90%(107억	원)이다.	이	공사는	전라북

도	군산시	군산항	일원에	매립	및	침수방지시설	7,926m를	설치

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개월이다.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제2공구 시설공사 수주

우리회사가	주간사로	참여한	컨소시엄(한화건설,	계룡건설,	원광

건설)이	지난	5월	20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제2공구	시설공사를	약	

1,327억	원(우리지분	45%,	478억원)에	수주했다.	특히,	우리회사

는	이번	수주로	관갱생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주된	총	4건

의	공사에서	2건은	주간사,	2건은	회원사로	수주해	업계	최고의	

실적을	보유하게	됐다(관갱생	관련	총	4건	공사	:	수도권	1단계	도

수시설	개량공사,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수도권(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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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제1공구,	제2공구).

이	공사는	경기도	과천시,	안양시,	수원시,	의왕시,	군포시	지역의	상

수도	노후관	25.4km를	갱생하고,	단선	관로	27.9km를	복선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

부천 괴안3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수주

우리회사가	지난	12월	19일	괴안3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에서	실시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며,	총	도급액

은	약	1,252억	원이다.

이	공사는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201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6	~	33층	규모의	아파트	6개동	총	794가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4개월이다.

광주 양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수주

우리회사가	지난	4월	23일	광주광역시	양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

비사업	조합에서	실시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으

며,	총	도급액은	약	2,050억	원이다.

이	공사는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302번지	일대에	지하	2층	~	지

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12개동	총	1,179가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2개월이다.

면목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수주

우리회사가	지난	5월	28일	면목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에서	실시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며,	총	도급액

은	약	536억	원이다.

이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4동	1405번지	일원에	지하	3

층	~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5개동	총	237세대를	건설하는	것

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개월이다.

화성동탄2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설비 건설공사 수주

우리회사가	주간사로	참여한	컨소시엄(한진중공업)이	지난	2월	1

일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화성동탄2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설

비	건설공사를	128억원(우리지분	60%,	77억	원)에	수주했다.

이	공사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11차	장기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따라	화성동탄2지구	집단에너지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배관	및	공급관리소를	건설하는	공사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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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1~6월)에	개최된	기술세미나에서	토목	분야의	경우	‘TBM

의	선정과	도심지	대심도	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기술적	검토’,	‘교

량의	종류	및	가설공법	소개’,	‘터널	및	지하공간	최신	기술의	현

황	및	주요	적용	사례’,	‘연약지반처리공법	종류	및	시공사례’,	‘흙

막이	가시설	공법의	이해	및	현장관리	주안점’,	‘초고성능	콘크리

트의	이해	및	연구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으며,	건축	분

야의	경우	‘비정형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BIM	Data를	활용한	단

계별	의사결정	방법’,	‘모델하우스를	통해	살펴본	공동주택	인테

리어	디자인	경향’,	‘건축설계	VE	사례	및	동향’,	‘건설	Claim	및	

계약관련	업무’	를	주제로	사내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됐다.

본	기술세미나를	통해	건설	산업	전반의	최신	기술정보와	국내외	

입찰견적	시	필요한	기초	및	고급	기술을	전파하는	등	업무	유관

팀	임직원들의	업무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각	분

야의	수주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