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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 및 향후 진행

우리회사는 지난 3월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한 후, 3

월 26일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수석부장 판사 윤준)로부터 회

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우리회사가 약 14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7일 M&A 예비입찰 이후 불과 2개월여 만인 1월 29일 자산

규모가 약 175조원에 달하는 두바이투자청(ICD)과 M&A 투자유치 

계약에 성공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대주주인 만큼 국내외 신

인도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우선협

상대상자가 되고도 보증서 문제로 놓쳤던 해외수주 물량이 늘어

나는 것은 물론 우리회사의 특화된 영업력을 바탕으로 국내 공공 

및 주택 시장, 주력시장인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본격적

인 영업활동을 통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김석준 회장 대표이사 선임

우리회사는 지난 5월 8일 임시주주총회을 열고 신규 이사진을 

선임한 데 이어, 12일에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석준 회장을 대

표이사로 선임했다. 

먼저 8일 오전 9시 본사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주총에

서는 김석준 회장과 대주주인 두바이투자청에서 추천한 모하메

드 알 샤이바니(Mohammed Al Shaibani) 외 3명 등 총 5명이 이

사회 멤버로 선임됐다. 김 회장이 유일한 사내 이사이며, 김 회

장을 제외한 4명의 이사진은 모두 비상근 이사인 것이 특징이

다. 또한 우리회사 감사에는 이용모 건국대학교 행정학 전공 교

수가 비상근 감사로 신규 선임됐다. 이어 12일 오후에 개최된 이

사회에서는 김석준 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향후 우리회사는 김석준 회장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사회를 통

해 회사 관련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선진 경영기법을 도

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우리회사는 본격적인 국내외 영업활동을 

통한 건설명가 부활에 박차를 가하면서, 수익성 확보와 윤리경영

을 기반으로 글로벌 우량 건설사로 도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상가포르 ‘BCA BIM Awards’ 국내 건설사 유일 

Project 부문 Gold Plus 및 Organization 부문 Gold 수상

우리회사가 지난 5월 14일 싱가포르 건설청(BCA)의 아카데미 센

터에서 열린 ‘BCA BIM Awards’ 시상식에서 국내 건설사 중 유일

하게 Project 부문과 회사에게 주어지는 Organization 부문까지 모

두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부가 주관한 최초의 ‘BCA BIM Awards’ 시상에

서 베독 복합개발 현장(SBECA)이 Project 부문 Gold Plus를 수상

한 데 이어 금번에 개최된 Organization 부문에서도 Gold를 수상

하게 된 것으로, 2년에 걸쳐 두 부문 모든 수상한 것은 국내 건설

사로서는 유일하게 최초이며,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회사 주력 

시장인 싱가포르에서 당사의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금번 Organization 부문 수상은 우리회사가 2008년 남산 쌍용 플

래티넘 현장에서 BIM을 처음으로 적용한 이래 지금까지 국내외 

건축 및 토목 분야에서 총 34개(국내 16개, 해외 18개) 프로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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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시공 과정에 BIM 도입함으로써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

하고, 공사 이해도와 시공성 향상, 시간 및 자재 관리 효율성 향상

의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우리회사는 금번 수상을 계기로 시공능력뿐만 아니라 첨단 BIM 

분야에서도 기술적 위상을 드높였으며, 이에 더불어 실질적인 BIM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조직 확충 및 BIM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

고,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 신기록 지하철 현장 무재해 1,500만 인시 달성 

우리회사가 시공 중인 싱가포르 도심지하철 2단계 921공구 현장

이 세계 최초로 지하철 현장 무재해 1,500만 인시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2009년 6월 18일 착공한 도심지하철 2단계 921공구 현장은 

2015년 1월 8일부로 66개월 동안 ‘무재해 1,500만 인시’를 달성

했다는 인증서를 지난 1월 13일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으로부

터 수령했다.

당 현장은 2010년 10월 1배수(150만 인시), 2011년 5월 2배수

(300만 인시), 2011년 11월 3배수(450만 인시), 2012년 11월 5배

수(750만 인시), 2013년 4월 6배수(900만 인시), 그리고 2013년 

7월 1,000만 인시 무재해 달성에 이어 금번에 10배수인 1,500만 

인시 무재해를 달성한 것이다.

무재해 1,500만 인시는 100명의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일한다

고 가정했을 때 51년(18,750일), 1,000명의 근로자는 5년 1개월

(1,875일)동안 단 한 건의 재해도 없어야 하는 대기록이다. 

우리회사가 대기록을 수립하기 전까지 건설관련 감리가 가장 까

다롭다고 하는 싱가포르에서도 지하철 무재해 최고 기록은 불과 

700만 인시였던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

다. 현재 당 현장은 1,000만 인시와 1,500인시를 뛰어넘어 계속

해서 신기록을 갱신 중에 있다. 

당 현장은 공사구간이 1㎞에 불과하지만 현존하는 모든 지하철 

공법(NATM, TBM, Open Cut)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또 원활

한 교통흐름 유지를 위해 지상의 10차선 도로와 폭 25m 운하를 

약 50회 이상 이설하며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고난도 구간으로 

수주 당시 m당 공사비가 약 7억원, 총 7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일 최대 출력 인원은 독일, 호주, 중국, 인

도, 방글라데시 및 필리핀 등 16개국 1,200명에 달하며,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근로자들이 2교대로 24시간 공사를 수행해 왔다. 

쉴드 TBM과 300톤 크레인 등 일일 최대 50대의 중장비도 투입

되어 안전관리상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우리회사의 우수한 공사

관리 능력과 체계화된 안전시스템을 바탕으로 금번 성과를 이루

어냈다.

우리회사 토목 및 기술지원 총괄 조현 상무, 

‘2015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 

지난 3월 25일 한국건설기술인협

회에서 주관하는 ‘2015 건설기술

인의 날 기념식’에서 토목 및 기술

지원 총괄 임원인 조현 상무가 건

설공사의 품질향상, 예산절감을 

위한 최적공법 선정 및 건설IT 적

용을 통한 현장 효율성 극대화 등 

각종 토목사업의 설계 및 시공 분

야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국내외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싱가포르 도심지하철 2단계 921공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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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토목의 날’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올해의 토목구조물 동상 및 기술상 수상

지난 3월 30일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대한토목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18회 토목의 날' 행사에서 우리회사가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등 총 3건의 상을 수상했다.

먼저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자로 우리회사 대구 사이언스파

크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소장인 계종철 부장이 선정됐다. 계

종철 부장은 토목공사의 원가절감, 공기단축 및 품질향상에 탁

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토목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4-2공구 ‘정읍고가교’는 올해의 토목구조물 

동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토목구조물상은 2014년도에 준공된 토

목구조물 중 국내 토목기술 발전과 홍보에 크게 기여한 구조물

로 설계 및 시공에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하였거나, 사회

적 의의가 크고 공학적 창의성, 예술성, 사용 편의성, 친환경성, 

친경관성에서 우수한 구조물에 수여되는 상이다.

아울러 토목기술팀 임재승 부장은 대한토목학회 기술상을 수상

했다. 임재승 부장은 토목분야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본 수상을 통하여 토목 설계 및 시공 분야에 대한 당사의 기술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대외적으로 당

사의 우수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감사패 및 학회장상 수상

지난 4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5 한국터

널지하공간학회 정기총회 및 봄 학술발표회’에서 우리회사가 감사

패를 수상했고, 토목기술팀 조영호 차장이 학회장상을 수상했다.

금번에 우리회사가 수상한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감사패는 국

내외 터널 및 지하공간 기술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학회 상벌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토목 및 기술지원 총괄 임원인 조현 상무가 대표로 

수상했다.

또한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학회장상을 수상한 토목기술팀 조영

호 차장은 터널, 지하공간 및 암반 공학 분야의 기술개발에 주도

적으로 참여해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

로 선정됐다.

동부산 아난티 펜트하우스 및 힐튼 호텔 수주

우리회사가 지난해 10월 동부산 아난티 펜트하우스 신축공사 수주

를 확정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힐튼 호텔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본 사업은 부산시 기장군 동부산 관광단지에 6성급 306객실 

규모의 최고급 호텔을 건설하는 것으로, 우리회사의 도급액은      

1차 콘도 916억원과 2차 호텔 공사비 1,150억원 중 759억원 등 

총 1,675억원이다.

금번에 수주한 힐튼 호텔은 해변가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한 ‘바

다 위의 성’이 주요 컨셉으로, 향후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숲과 

갯바위 등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 최

고급 호텔로 완성될 계획이다.

TECHNOLOGY NEW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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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전 동부산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인 부산시와 부산도시공

사 관계자들은 해외 관광단지 현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싱가포

르를 방문했고, 이 곳에서 2010년 준공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을 둘러본 뒤 이 호텔과 같은 최고급 랜드마크 호텔이 동부산 관

광단지에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후 민간 개

발사업 시행사 선정을 위한 공모단계에서 여러 사업자들에게 이

러한 뜻을 전달하였고, 그 호텔의 시공사가 쌍용건설이라는 사

실을 접하고 우리회사에게 참여를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져 화

제가 되기도 했다.

오산세교 B6BL 아파트 건설공사 13공구 수주 

우리회사가 주관사로 참여한 컨소시엄(회원사 : 대흥종합)이 지난

해 12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찰을 실시한 오산세교 B6BL 

아파트 건설공사 13공구를 수주했다. 최저가 입찰을 통해 수주한 

본 공사의 수주금액은 739억원이며, 우리회사 지분은 80%(591억

원)이다.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 내 

건설되는 아파트는 9개동 727세대로 연면적 79,081㎡이며 공사기

간은 착공일로부터 797일이다. 

우리회사 토목 및 건축 기술세미나 개최

우리회사 토목기술팀 및 건축기술팀 주관으로 기술의 공유와 숙지

를 통한 분야별(영업/견적/공사/안전 등) 전문성 제고, 입찰견적능

력 향상 및 수주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기술세미나를 

매월 1회 주기로 본사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금년 2월부터 개최된 기술세미나에서 토목 분야의 경우 싱가포

르 마리나 해안 고속도로(SIMEC) 현장 및 영종-교하 주배관 현장

의 VE사례, 연약지반과 교량의 설계 및 시공 사례 등에 대한 발표

가 있었으며, 건축 분야의 경우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 

2015년 인테리어 트렌드, 가상현실을 이용한 방재 시뮬레이션, 입

찰단계 BIM 적용사례 등의 주제로 사내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됐다. 

향후 개최될 기술세미나에서도 국내외 프로젝트 입찰견적 시 도움

이 되고 영업 및 공사 업무와 관련된 실무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필수적인 주요 기술정보들을 다룰 예정이다.

본 기술세미나를 통해 건설전반 최신 기술정보와 국내외 입찰견적 

시 필요한 기초 및 고급 기술을 전파하는 등 업무유관팀 임직원들

의 업무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각 분야의 수주경쟁

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동부산 아난티 펜트하우스 및 힐튼 호텔 현장에 

드론이 나타났다

우리회사가 시공 중인 동부산 아난티 펜트하우스 및 힐튼 호텔 현

장에 드론(무인 항공기/헬리캠)이 출현했다. 전체 대지면적만 국제

규격 축구장 10개가 넘는 75,766㎡에 달하는 본 현장에서 공정사

진 등의 촬영을 위해 우리회사에서는 처음으로 드론을 구입한 것

이다.

드론은 이동속도가 빠르고 높은 각도에서도 촬영이 가능하기 때

문에 넓은 공사부지에 대한 다각적인 파악이 가능하며, 작업장 근

로자의 안전장비 착용여부와 시설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안전관리

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넓은 공사현장을 안전관리자가 

모두 둘러볼 수 없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