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기획 | 제12회 기술교류행사 소개

제12회 기술교류행사 소개

세상을 빛내는 새로운 생각

지난 3월 29일 쌍용건설 도시재생전시관에서 김석준 회장, 김

시공 Process 개선’, 전기/설비/플랜트부문에는 이동일 과장

병호 사장, 본사 및 현장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등 총 220여

(환경사업부)의‘에너지절감형 하폐수초고도처리 MBR 기술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2회 기술교류행사’가 성황리에 개최

개발(e-MBR)’이 각 부문별 최우수기술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됐다.

10건의 출품작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에서 김석

건설기술개발 의지 제고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연 1

준 회장은“12년 전 내가 이 행사를 제안한 것은 기술자들이

회 개최하고 있는 쌍용건설 기술의 산실인‘기술교류행사’가

현장, 본사, 해외에서 1년 동안 애쓰고 노력한 것들을 서로 발

어느덧 제12회를 맞이했다.

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오전에는 이기환 토목기술부장의 경과보고 및 조현 상무의 개

또한“건설업에서는 획기적인 기술이 하루 아침에 나오는 것이

회사를 시작으로 순창-운암4공구도로확장공사(조건웅 차장)와

아니므로, 기술교류행사를 통해 소개된 현장의 원가절감 및 공

도곡동신아파트리모델링공사(진용석 차장)의‘우수시공사례

기단축 사례, VE/BIM사례 등 양질의 우수한 기술을 D/B화하

발표’가 있었고 신도시 개발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

고 이를 공유 및 전파,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당사의 기술경

의‘해외 신도시개발의 비전과 사업추진 방안’과 전 한국철도

쟁력 강화와 수익성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 대한토목학회

이어“건설업의 패러다임에 커다란 변화는 있을 수 없으므로

회장인 한양대학교 이태식 교수의‘21세기 건설 극한공학의

꾸준한 기술력의 축적을 통하여 우리의 뛰어난 기술을 발주처

중요성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에 제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이러한 기

오후에는 토목, 건축, 전기/설비/플랜트 부문에서 출품된 기술

술을 바탕으로 한 경영 및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 사전기술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24건의 기술발표와

한편 기술교류행사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과 신공

토목부문 BIM 적용 사례(토목기술부 이타 차장)와 건축부문

법 및 사내 기술개발사례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2000년 3월

BIM 적용 사례(건축기술부 이종상 차장)의‘BIM 적용 우수사례

(제1회 기술교류행사) 처음 개최됐으며, 이 행사를 통해 발굴

발표’,시상식, 회장 총평이 이어졌다.

된 차별화된 총 1,056건의 기술 사례를 통해 건설신기술 지정

토목부문에서는 윤현식 사원(영월-방림1공구 도로건설공사)이

2건, 특허등록 21건, 특허출원 26건, 실용신안 2건 등의 성과

출품한‘강교 형식 변경’, 건축부문에서는 진용석 차장(도곡동

와 함께 716억원의 원가절감과 1만1,491일의 공사기간 단축

신아파트리모델링공사)의‘공기극복을 위한 토목 및 골조공사

효과를 달성했다.

<제12회 기술교류행사 수상작 및 수상자>
구분

기술제안명

최우수기술상
토목부문

우수기술상

Modularization of Steel Strut System for Ease of Handling and
Speed of Construction

장려기술상

D-Wall 가각부 변경

최우수기술상
건축부문

우수기술상
장려기술상
최우수기술상

전기/설비/

강교 형식 변경

공기극복을 위한 토목 및 골조공사 시공 Process 개선
지하주차장 구조시스템 변경(D.B.S)을 통한 원가절감 및 공기단축 방안
Cantilever Support System
에너지절감형 하폐수초고도처리 MBR기술 개발(e-MBR)

윤현식 사원

SIMEC

Andrew
KWOK

SIRIC

오기탁 과장

도곡동신아파트
리모델링공사

진용석 차장

우이동콘도미니엄
신축공사

김태훈 과장

SIWHA

임상진 과장

환경사업부

이동일 과장

홍익대 사범대학
부속학교 신축공사

최환 대리

태양광 캐노피/구령대

장려기술상

층상이중배관 시스템(Double up System)

고양시 풍동빌라
신축사업

정병준 대리

지하수 유동구간 마이크로파일 개선 사례

고우이엔씨(주)

대표이사 정준교

특별공로상

건설기술 쌍용

발표자

우수기술상

플랜트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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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부서명
영월-방림1공구
도로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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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기술상

최우수기술상

토목부문 심사평 남궁상 상무
•올해 토목부문의 경우 협력업체 4건을 포함하여 총 51건의 기술제안서가 18개 현장으로부터 접수되었음
•토목 매출의 약 45%를 차지하는 해외현장에서도 많은 참여가 있었으며, 해외현장의 Local Staff의 발표가 있었음
•싱가폴의 SIMEC현장 9건, SIRIC현장 2건, 인도의 IMARO 6공구 1건 등 해외현장에서 공기단축 및 원가절감 사례 총 12건의 기술을 제안함으
로써 당사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경의선 2공구 현장에서 8건의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국내 현장중 최대임
•협력업체에서도 4건의 기술을 제안하여 본 행사를 더욱 의미있게 하였으며, 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기회가 되었음. 당사 기술교
류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기술 및 BIM 적용사례에 대한 기술도 소개되었으며, 향후 행사에도 이와 같은 양질의 우수한 기술제안을 부탁드림
•금회 행사에는 원가율 감소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VE사례, 공기단축 및 원가절감 사례 등이 다수 제출되었음
•앞으로도 당사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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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상

장려기술상

건축부문 심사평 김강 상무
•기술교류행사 건축부문의 경우 올해 제안된 기술은 총 64건으로 작년 대비 약 23% 증가함
•금회 제안된 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현장에서 발생한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독창적이고 창의성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됨
•최우수기술상을 수상한 도곡동신아파트리모델링 현장의 경우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토목 및 골조공사 시공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약 4.5개월의 공기를 단축함
•우수기술상을 수상한 우이동콘도미니엄 현장의 경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하고 토공량 및 골조 공사량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공법을 제안함
•장려기술상을 수상한 싱가폴의 SIWHA현장의 경우 기존 설계로 인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캔틸레버 써포트 시스템이라는 우수한 기술
을 제안함
•협력업체에서 제안한 제진장치를 적용한 리모델링 공사의 VE 사례는 내진 성능 개선을 위한 제진댐퍼 기술로 본기술심사에서 높이 평가 받음
•우이동콘도미니엄 현장에서 9건, SIWHA 현장에서 5건의 기술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국내외 현장중 최대임
•향후 행사에도 더 많은 참여를 통해 내실 있는 기술이 발굴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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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기술상

특별공로상

전기/설비/플랜트부문 심사평 안성식 상무
•전기/설비/플랜트부문의 경우 참여건수가 총 25건으로 작년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며, 향후 행사에는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림
•기술제안 내용은 원가절감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았으며, 친환경과 관련된 기술제안도 있었음
•품질개선의 일환으로 금년에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한 사례도 있었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부분도 현장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수상유무에 관계없이 기술교류행사에 제안된 양질의 우수한 기술자료를 잘 활용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때, 행사에 참
석하여 수고한 여러분들의 노고가 더욱 빛나고, 진정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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