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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철도, 지하철) 공사 중 고난도 준공 프로젝트와 착•준공 무재

해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주최측과 전문가, 학계, 정부 기관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약 5개월에 걸쳐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심지하철 921현장은 공사구간이 약 1km에 불과하지만 기존 지

하철 5m 아래를 관통하면서 현존하는 모든 지하철 공법(NATM, 

TBM, Open cut)을 동원해야 하는 마의 구간이었으며, 연약 지질

의 도심지에서 7년동안 50회 이상 지상의 운하와 10차선 도로를 

이설하며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초고난이도 현장이다. 특히 2015

년 세계 최초로 지하철 공사 무재해 1,600만 인시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해외건설 산업유공 표창장 수상

2016년 12월 31일 우리회사가 국토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해외건설 산

업유공 표창을 수상(수상자 김준헌 

상무)했다.

이 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말 

해외건설협회로부터 해외수주실적 

우수업체를 추천 받아 표창하는 것

으로, 전년 대비 수주실적이 급증한 

우리회사와 두산중공업 2개사 만이 선정됐다. 우리회사는 해외건

설협회 집계 기준 2016년 미화 9억 6천만 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

록했다.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및 캠퍼스 기공식 개최

우리회사가 단독으로 수주한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및 캠퍼스 

신축공사 기공식이 2017년 2월 17일 개최됐다. 현장에서 개최된 

행사는 우리회사 김석준 회장을 비롯해 을지재단 박준영 회장, 

을지학원 홍성희 이사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 지역 정•관계와 

의료•교육계 인사 및 시민 약 700여명이 참석해 프로젝트의 성

공을 기원했다. 김석준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및 부속병원은 1,234병상을 갖춘 경기지역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 의료시설로 이런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에 쌍용건설이 

사업 파트너로서 참여하에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철

저한 시공, 품질, 안전, 환경관리 등 성공적인 공사수행을 통해 을

지재단의 최고 의료시설 건설과 지역사회에 최상의 의료 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을 약속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싱가포르 SIRIC현장 Land Transport Excellence 

Awards(LTEA) 2016 Best Managed Rail / 

Road Infrastructure 수상

2016년 11월 25일 우리회사가 싱가포르에서 완공한 도심지하

철 921공구가 싱가포르 최고 권위의 토목 인프라 시상식인 LTEA 

(Land Transport Excellence Awards) 2016에서 일본과 유럽의 세

계적인 건설사를 물리치고 국내 건설사 최초로 영예의 대상(Best 

Managed Rail / Road Infrastructure)을 단독 수상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주관하고 육상교통청(LTA : Land Transport Authority)이 대

행하는 LTEA는 싱가포르에서 준공된 다양한 육상교통인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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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세교 아파트 현장 2016년 시공 VE교류회 

우수 VE팀 부문 1위, 우수 VE아이템 부문 2위 선정

2016년 10월 18일 우리회사 오

산세교 아파트 현장이 한국토

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에서 개최한 '2016년 시공 VE 

교류회' 심사에서 '우수 VE팀' 

부문 1위와 '우수 VE 아이템' 부문 2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착공 초기부터 총 125건(2015년 85건/2016년 40건)의 VE 사례를 

발굴해 LH 와 우리회사가 모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템을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며, 시공방법 및 품질 개선, 하자발생 요인제

거 등 시공 전반에 걸친 VE 활동을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구 사이언스 파크 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 

2016년 시공VE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2016년 12월 9일 우리회사가 시공한 

대구 사이언스 파크 현장이 한국토

지주택공사(LH) 에서 주최한 '2016년 

시공 VE 경진대회' 에서 단지분야 팀

부문 장려상(3위)를 수상했다. 시공 

VE 경진대회는 건설현장 시공방법 

개선 등을 통한 원가절감 및 품질향

상 도모를 위하여 매년 진행되는 행

사로 지난해 인천서창소래로현장(장려상 수상)에 이어서 2년 연

속 수상함으로써 고품질 시공에 대한 당사의 능력을 입증 받고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동부산 아난티펜트하우스 & 힐튼호텔 현장,  

제14회 부산광역시 안전문화대상 수상

2016년 6월 28일 우리회사 동부산 아난티 펜트하우스 & 힐튼호

텔 현장이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제49회 산업안전보건

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안전분야 안전문화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

은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부산광역시와 함께 안전문

화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자율안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개

인 또는 단체를 발굴, 포상하기 위해 2003년부터 산업안전(제조, 

건설, 서비스업 등)과 일반안전(교육, 공공, 생활, 기타 등) 분야로 

나눠 14년 째 수여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동부산 현장이 지역사

회 안전문화정착과 무재해 사업장 달성 기여, 안전보건경영시스

템 구축, 가설공사 안전작업 모델 구축 및 각종 보건활동으로 활

기차고 안전한 사업장 분위기를 조성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현장,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6년 12월 13일 우리회사 금강광

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현장이 

현장의 경험을 담은 현장안전관리 

및 안전매뉴얼 발간을 통해 한국수

자원공사(K-water)가 주최한 '건설공

사 안전관리 경진대회' 에서 단지분

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국내 50억이상 건설공

사 시행부서(총 25개)가 참여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경진대회로, 

당사의 노후관 관갱생 공사에 관한 고품질 시공 및 전문 기술력

과 더불어 안전관리 노하우를 인정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수주 

우리회사가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발주한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공사를 3,500억원에 단독으로 수주했다.

이 공사는 총 연면적 63,730평, 1,234병상 규모의 병원과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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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공하는 프로젝트로 단일 발주된 국내 의료시설로는 전례 없

는 최대 규모이다.

이번 수주는 그 동안 우리회사가 꾸준히 쌓아온 8천 병상이 넘

는 병원 실적과 함께 우리회사의 특화된 공사능력 그리고, 국내

외 시장의 신뢰와 경영정상화를 객관적으로 높게 평가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수주를 통해 우리회사가 명실상부 대한민

국 최고의 의료시설 시공사임을 입증했다.

공사기간은 지하 5층 ~ 지상 15층 규모의 병원은 46개월, 지하 1

층 ~ 지상 8층 규모의 의대 강의동 등은 35개월이다.

차병원 일산 라이프센터 및 역삼 의료관광호텔 신축공사 수주

우리회사가 지난 차병원 그룹에서 발주한 VIP 검진센터인 차병원 

일산 라이프센터 신축공사 및 역삼동 의료관광호텔 공사를 단독

으로 수주했다. 최근 두 달 사이 차병원 그룹으로부터 2건의 공사 

총 1,245억원의 수주실적을 올리게 됐으며, 향후 차병원 그룹에서 

발주 예정인 서비스 산업과 연계된 의료 단지 Cluster 등의 후속 

공사 수주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차병원 일산 라이프센터 신축공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

항동 889번지 일원에 지하 8층 ~ 지상 13층 규모의 첨단 의료

시설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라이프 스타일 융합병원으로 지하 약 

40m까지 지하층을 건설해야 하는 난공사 현장이며 수주금액은 

약 843억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개월이다.

차병원 역삼동 의료관광호텔 공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5번

지 일원에 지하 7층 ~ 지상 15층 규모의 의료관광호텔을 건설하

는 것으로 수주금액은 약 402억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

터 34개월이다.

두바이, Deira Waterfront Development 수주

우리회사가 두바이투자청(ICD)이 발주한 미화 1억 7,000만달러

(한화 약 2,000억원) 규모의 데이라(Deira) 해안지역 복합개발 건

축공사(1단계 3지구)를 수주했다.

우리회사의 최대주주인 ICD가 직접 투자, 개발하는 두바이 Deira 

해안지역 복합개발 사업은 두바이 구도심이자 중동 최대의 금 매

매시장인 Gold Souk이 있는 Deira 지역을 2단계에 걸쳐 관광단

지로 다시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 공사는 3지구에 연면적 16만1859㎡의 14층짜리 호텔과 최고 

높이 16층 주거건물 2개 동, 10층 오피스 등 총 4개 동의 복합건

물을 시공하는 것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다.

싱가포르, Forest Woods Condominium 수주

우리회사가 싱가포르 최대 민간 발주처 중 하나인 홍릉그룹

(Hong Leong Group) 산하 CDL(City Developments Limited)이 

발주한 Forest Woods 콘도미니엄 공사를 미화 8,200만달러(한화 

약 1,000억원)에 단독으로 수주했다.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Design & Build 방식으로 수

주한 이 공사는 싱가포르 북동쪽 주거지역인 세랑군 초역세권

(Serangoon MRT)에 지하 2층 ~ 지상 12층 7개동 총 519가구 규

모의 콘도미니엄을 시공하는 프로젝트다.

쌍용건설, 액션캠으로 현장 관리

우리회사가 시공 중인 밀양-울산 간 고속도로 현장에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액션캠 LTE’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작업자의 안전모에 액션캠 LTE

를 부착해 공사 모습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본사와 현

장의 거리가 멀고 여러 곳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건설업의 특성상 

활용도가 높고, 특히 핵심공정과 고난도 공사, 위험 공사 관리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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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건축•토목 기술세미나 개최

우리회사 건축기술팀 및 토목기술팀 주관으로 기술의 공유와 숙

지를 통한 분야별(영업/견적/공사/안전 등) 전문성 제고, 입찰견

적능력 향상 및 수주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술세미나를 매월 

본사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개최된 기술세미나에서 건축 분

야의 경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구조시스템 경제성 분석’, ‘소

음 및 진동관련 국내외 기준 및 관리방안’, ‘국내외 녹색건축 인

증제도 소개’, ‘공동주택 소화시스템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 

‘NCS 색상체계와 익스테리어 트렌드 소개’, ‘옥상녹화 조성기법’, 

‘단위세대 LED 조명기구 확대적용방안’, ‘건축물 인허가 프로세

스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가 있었으며, 토목 분야의 경우 ‘기초공

법의 원리 및 시공’, ‘그라우팅 보강공법의 이해 및 시공(주입공법 

중심으로)’, ‘건설분야 로봇 및 IT 장비의 개발현황 소개’, ‘사장교

의 설계 및 시공’, ‘현수교의 가설공법 및 시공사례’, ‘국내 및 해외 

토목 BIM 발주 사례’를 주제로 사내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됐다.

본 기술세미나를 통해 건설 산업 전반의 최신 기술정보와 국내외 

입찰견적 시 필요한 설계 및 시공 기술을 전파하는 등 업무 유관

팀 임직원들의 업무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각 분

야의 수주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조현 상무, ‘2016 제9회 사면안정 한일공동 심포지움’ 참가 및 

논문 발표

한국지반공학회,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토목연구소 및 지반방

재연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후원하는 ‘2016 

제9회 사면안정 한일공동 심포지움’이 2016년 9월 1일부터 2일

까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심포지움)과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

로 현장(현장견학)에서 개최됐다. 우리회사 조현 상무가 제1회부

터 이번의 제9회까지 조직위원장으로서 행사를 총괄, 개회식에서 

사회 및 순차통역을 담당했다. 또한 조현 상무 및 토목기술팀 박

부성 부장 외 4인은 ‘석회암 분포지역 절취사면의 안정성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사례 연구’ 및 ‘지질구조 영향에 의한 암반 비탈면 붕

괴 사례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 두 편을 발표했다.

‘2016 9th Asian Rock Mechanics Symposium(ARMS9)’ 

참가 및 논문 발표

국제암반역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 ISRM, 

세계 59개 회원국)에서 주최하는 ‘9th Asian Rock Mechanics 

Symposium’이 2016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

에서 개최됐다. 우리회사 토목기술팀 김창수 차장 및 김준호 대리

가 참가하여 영종-교하 주배관 2공구 현장의 한강 하저 통과구간 

Sheild TBM 및 NATM터널 시공 사례인 ‘A Case Study on Shield 

TBM Driving across the Riverbed of the Hangang(River)’라는 주

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