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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싱가포르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안전대상 수상

▶▶  ▶▶

우리회사가 싱가포르에 시공한 W호텔이 지난 8월 13일 파이낸
셜뉴스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가 주관하는 ‘2013년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에서 해외
건설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에 선정됐다. W호텔은 우리회사가
2009년 10월 현지 최대의 부동산개발업체인 CDL社로부터 약
1,500억 원에 Design & Build 방식으로 단독(100%) 수주해 2012
년 6월 완공됐으며 지하 1층, 지상 7층 총 240객실과 함께 500
석 규모의 연회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W호텔은 젊고 도회적인 감성과 독특한 디자인, 드라마틱한 공
간 연출을 선보이는 부띠끄 호텔로 에너지 효율까지 극대화한

우리회사 싱가포르 도심지하철 2단계 921공구 현장이 지난 9월

것이 특징이다. 호텔 내  외부 인테리어에 3,000여 개의 독특한

4일 개최된 싱가포르 안전대상 시상식(ASAC, Annual Safety

디자인 아이템이 적용됐으며, 건물 외관은 파도가 치듯 건물 전

Award Convention 2013)에서 안전대상을 수상했다.

체가 2개로 갈라지는 곡선 형상을 하고 있다. 또한 건물 외부에

이 상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이 발주해 시공 중인 모든 현

열전도율이 낮은 특수유리(Low-E Glass)를 사용하고 돌출된 발

장을 평가해 수여하는 안전 관련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는

코니 구조와 캐노피 루버를 활용해 태양열을 차단함으로써 실내

100여 개 현장 가운데 단 4개 현장만 최우수상에 선정돼 대상

온도를 최고 3˚C 이상 낮추도록 설계됐다. 여기에 열교환 시스

후보에 올랐으며, 이 중 쌍용건설이 최종 영예를 안았다.

템을 적용하여 냉방에너지 소비량을 20% 이상 절감시켰다.

현장소장인 김동진 전무는 “2010년 싱가포르 마리나 해안고속

이를 통해 2010년에는 세계 3대 친환경 인증 중 하나인 ‘BCA

도로를 시작으로 고난도 토목 분야 공사 현장에서 안전대상을

그린마크’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으며, 2011년에

4년 연속 수상함으로써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기술력과 함께 뛰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협회 안전보건대상’과 2012년에는 ‘영국

어난 안전관리 능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며 “향후 추가 수주

왕립재해예방협회 안전보건대상’ 수상,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안전보건 인증’을 획득했고, 해외건축부문 ‘친환경건설산
업대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2013년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에서
해외건설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2013년 CLEAN 건설현장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현장으로 선정

싱가포르 W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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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 현장이 지난 8월 28일 서

공사비 약 7억 원, 총 7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로 화제가 되기

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는 ‘2013년 CLEAN 건설현장 경

도 했다. 일일 최대 출력 인원은 독일, 호주, 중국, 인도, 방글라

진대회’에서 최우수 현장으로 선정됐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데시 및 필리핀 등의 16개국 1,200명에 달하며, 언어와 문화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CLEAN 건설현장 경진대회

다른 근로자들이 2교대로 24시간 공사를 수행해 왔다. 또한 쉴

는 4가지 항목(현장의 Clean 지속성, Clean 혁신성, Clean 파급

드 머신(Shield Machine)과 300톤 크레인 등 일일 최대 50대의

성 및 Clean 현장상태)에 대해 심사하여 우수한 현장을 선정하

중장비도 투입됐다.

며, 우수사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에

현장소장인 김동진 전무는 “2010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

게재되고, 최우수 및 우수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 제외 등의 인

즈 호텔(1,200만), 지난 4월 싱가포르 마리나 해안고속도로(1천

센티브가 부여된다.

만)에 이어 초대형 현장 3곳이 연이어 1천만 인시 무재해 달성
이라는 진기록을 수립했다”며 “차별화된 기술력과 함께 안전관

싱가포르 도심지하철 2단계 921공구 현장

리 능력까지 인정받아 향후 추가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무재해 1,000만 인시 인증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회사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및 이라크 등의 8개국에서 16건 약 3조 원의 공사를 진행 중이
며, 싱가포르에서는 2010년 4월 이후 현재까지 6개 현장에서
무재해 약 3,600만 인시 기록을 이어 오고 있다.

소구경 말뚝 및 하중전이프레임을 이용한
벽체존치 건축물 리모델링 공법 외 4건 특허등록
‘소구경 말뚝 및 하중전이프레임을 이용한 벽체존치 건축물 리
싱가포르 도심지하철 2단계 921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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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공법’이 특허로 등록(제10-1288831호)됐다. 이 발명은

우리회사가 시공 중인 싱가포르 도심지하철 2단계 921공구 현

존치벽체에 근접 시공된 신설기둥의 하중을 일렬 배치된 소구

장이 착공 50개월 만인 7월 말 싱가포르 지하철 최초로 무재해

경 말뚝으로 편심을 최소화하며 균등하게 전달하는 하중전이프

1천만 인시 인증을 받았다. 이는 싱가포르 지하철 무재해 최고

레임이 제한된 기초의 춤과 폭 내에 설치되는 기술로 기초구조

기록인 700만 인시를 훌쩍 뛰어넘은 대기록으로 국내에서는 이

및 인접구조물과 인접한 곳에서 시공이 가능하여 문화재적 보

정도의 초대형 현장이 없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2016년 3

존가치가 우수한 벽면이나 건축물 리모델링 시 기존 벽체를 유

월 완공 시점에는 약 1,600만 인시 무재해라는 사상 초유의 진

지하면서 벽면 또는 벽체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기

기록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2009년 6월 착공한 이 현장은 공사구간이 1km에 불과하지만

‘다기능 창호 시스템’이 특허로 등록(제10-1292701호)됐다. 본  

현존하는 모든 지하철 공법(NATM, TBM 및 Open Cut)이 적용

발명은 수평방향으로 배열되는 다수 개의 프레임과 수직방향으

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를 위해 지상 10

로 배열되는 다수 개의 프레임이 결합하여 전체 외형 및 강도를

차선 도로와 폭 25m의 운하를 약 50회나 이설하며 공사를 수

유지하는 메인 프레임부, 개폐식 창호부, 고정식 창호부 등으로

행해야 하는 고난도 공사로 수주 당시 기술력 값이 포함된 m당

구성된 다기능 태양광 창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에너지 절감

건설기술 쌍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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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향후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및 시공 기술력을 대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참가자들에게

‘Curtain Wall 스팬드럴 구간의 자연순환형 외단열 시스템’이 특

큰 호응을 얻었다.

허로 등록(제10-1292702호)됐다. 이 발명은 창호패널과 스팬드
럴패널에 의해 Curtain Wall 외피로 완성되는 건물에서 스팬드

제6회 사면재해 저감을 위한

럴이 설치되는 구간을 오픈 조인트에 의한 중공형 외단열 구조

일한 공동 심포지움 2013 참가 및 논문 발표

로 완성하는 자연순환형 외단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오픈 조
인트 구조에 의해 중공층이 외부와 연통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지장물 매달기 공법(제10-1293682호)’ 및 ‘날개부재를 이용한
지장물 매달기 공법(제10-1293683호)’은 지장물의 하부에 지중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해 임시로 매달아 두는 매달기 공법에 관
한 것으로 본 공법 적용 시 지장물의 손상우려가 없고, 작업 안
정성 및 시공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일본 독립행정법인 토목연구소와 한국지반방재연구단이 공동
으로 주최하고, 한국지반공학회가 후원하는 ‘제6회 사면재해
저감을 위한 일한 공동 심포지움 2013’이 지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일본 나가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본 학술대회의 조직위원장이며 한국지반공학회
국제전담이사인 우리회사 토목부문 조현 상무가 참석했으며,

2013년 건설기술세미나 강연

토목기술팀 박부성 부장이 ‘Case Study on Stability Analysis

2013년 6월 12일(서울), 27일(대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주

and Countermeasures of Landslide along Deep-Seated

관한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기술 적용사례 세미나’에서 R&D팀

Geological Boundary’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참가

이병구 부장과 이종상 차장이 강연을 실시했다.

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본 논문은 진주-광양 3공구 철도노

이병구 부장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프로젝트 시공기

반공사 현장의 터널 갱구부 대절토 사면에 대한 설계 및 시공

술 소개’라는 제목으로 당사가 시공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각

사례로서, 우리회사가 보유한 조사분석 및 설계 기술력의 우수

공종별 주요 공법 및 기술에 대해 발표했으며, 특히 포스트 텐션과

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

가설 철골스트러트(Sloping Structure) 적용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본 학술대회는 산사태 및 사면안정 관련 설계, 시공 및 연

또한 이종상 차장은 ‘해외건축 프로젝트 BIM기술 적용 소개’라

구 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는 주제로 최근 급변하는 해외건축물의 BIM 요구수준과 이와

번갈아 개최되고 있으며, 사면 관련 최고 전문가들이 그간의 기

관련된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당사의 BIM기술 수준에 대해 언

술 및 연구 개발 성과에 대해 상호 공유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급했다. 본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회사가 보유한 우수한 설계

사면방재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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