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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신뢰를 표현하고 독려함으로써 내부적인 사기를 진작시켰

다. 또한 발주처 측에 “I’m the commander”라는 강력한 리더쉽

을 표명하여, 3자 JV에 대한 발주처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키

고, 우리 회사 JV의 참여업체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

는 기대를 발주처 측에 심어주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8년 3월 초, 우리회사 JV가 최종 시공사

로 선정됐다.

BCA Construction Excellence Award 부문 본상 수상

2017년 6월 13일에 개최된 ‘BCA AWARDS 2017’에서 우리 회

사 SBECA현장이 CEA(Construction Excellence Award) 부문 

Award(본상)를 수상했다.

이 상은 싱가포르 건설청(BCA / Building & Construction Authority）

이 준공됐거나 시공 중인 프로젝트를 평가해 시공, 친환경, 설계, 

안전, 품질 등 총 10개 분야로 구분해 수여하는 건설관련 최고 권

위의 상으로, 이번 수상으로 우리 회사는 싱가포르 건설대상(BCA 

AWARDS)을 9년 연속 수상하는 진기록을 이어가게 됐으며 누적 

수상 횟수도 총 29회를 달성했다.

우리 회사가 싱가포르 최대 발주처 중 하나인 CapitaLand로부터 

Design & Build 방식으로 약 2,500억원에 단독으로 수주한 이 프

로젝트는 8개동 583가구의 콘도미니엄과 쇼핑몰, 버스터미널, 환

승 주차장이 어우러진 복합건물로 2016년 준공했다. 시공 중에는 

기존 버스터미널을 철거한 후 부지 옆으로 이전해 운영하면서 복

합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복잡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난공사였음에

도 3D입체 설계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해 시

Woodlands Health Campus 프로젝트 수주!

우리 회사가 싱가포르 MOH(Ministry Of Health)에서 발주한 최대 

규모의 WHC(Woodlands Health Campus)를 수주했다.

WHC는 싱가포르 Woodlands 지역에 총 1,800 병상, 연면적 

246,000㎡ 규모로 들어설 최첨단 병원으로 공사비가 미화 7억 4

천만 달러(한화 약 8,000억원)에 달하며, 우리 회사가 리딩사로서 

대우건설 및 싱가포르 현지업체인 Koh Brothers와 JV를 구성하여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 가격 경쟁이 아닌 대안설계 제안방

식(ADS, Alternative Design Solution) 및 가격기술방식(PQM, Price 

Quality Method)으로 발주되었으며, 이러한 입찰 방식에 의거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제안한 다수의 ADS가 기술적 평가

에 반영되어 최고 점수를 획득함으로써 수주할 수 있었다.

2016년 12월 입찰 공고 후 우리 회사 등 국내 2개 JV와 일본의 최

고 건설사인 시미즈 JV, 오바야시 JV 등 단 4개 JV만 PQ를 통과

했으며, 이후 약 1년에 걸쳐 복합적인 심사평가가 진행됐다.

2017년 6월 발주처 실사단 13명이 방한해 우리 회사가 시공 중

인 차병원일산라이프센터, 차병원역삼의료관광호텔, 을지대병원 

등을 방문해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확인하고 상당한 감명을 받았

다. 김석준 회장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업체 중 CEO로서는 유

일하게 1 to 1 Discussion(2회), Due Dilligence Site Evaluation(1

회), Post Tender Evaluation(1회) 등 총 4차례의 주요 평가과정에 

모두 참석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Needs를 정확히 파악 후, 그

에 맞는 철저한 역할 분담 및 특화된 리허설을 통해 우리 회사의 

대 발주처 임팩트 포인트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발주처에 직접 

제시하는 입찰전략을 진행하는 한편, 입찰기간 내내 기술입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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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5_ WHC 1차 1-to-1 discussion / 2017.8.30 _ WHC 2차 1-to-1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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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오차를 줄이고 완벽한 품질도 구현함으로써 BCA 시공 대상을 

받을 수 있었다.

WSH Awards 2017 및 RoSPA Award수상

싱가포르 노동청인 MOM(Ministry of Manpower) 산하기관인 

WSH(Workplace Safety and Health) Council에서 주관하는 WSH 

시상식에서 우리 회사 SIMTEC현장이 SHARP(Safety and Health 

Award Recognition for Project) Award를 수상했다.

이 상은 싱가포르의 Safety & Health 관련 총괄 기관인 MOM이 주

최하는 안전, 보건 관련 최고의 상으로, 싱가포르 내 전 산업 현

장을 대상으로 MOM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안전 및 보건 

Performance를 보여준 사업장을 선정해 수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회사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19건의 SHARP Award를 

수상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도 손꼽히는 안전관리 최우수 업체임

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영국 왕립 재해예방기관이 전세계 산업현장(전 업종)을 대

상으로 안전보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시공사에게 수여

하는 세계적 권위의 상인 RoSPA Award에서 우리 회사 SIMTEC 

현장이 Gold Award를 수상했다.

우리 회사는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2014년 싱가포르 마리나 

해안 고속도로 현장과 2015년 싱가포르 도심지하철 2단계 921공

구 현장이 Gold Award를 각각 5년과 6년 동안 연속으로 수상하

는 등 2008년 이후 10년 연속 RoSPA Award 수상의 대기록을 이

어오고 있으며, 누적 수상 횟수는 21회에 달한다.

 

제1회 ‘2017 KTA Tunnelling Award’ 수상

2017년 4월 26일 한국터널

지하공간학회(KTA)에서 주

관하는 ‘2017 한국터널지하

공간학회 정기총회 및 학

술발표회’에서 우리 회사의 

‘주열식 연속벽체를 이용한 

저토피 토사구간 터널공법

(M-CAM)’이 터널 및 지하공간 분야의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7 KTA Tunnelling Award’를 수상했다.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에서는 국내에서 건설된 터널 및 지하공

간 분야의 우수 프로젝트 및 혁신기술을 발굴, 포상하기 위하여 

‘KTA Tunnelling Award’를 제정하였으며, 제1회 시상식(실적 대상 

기간 : 2014년 1월 ~ 2016년 12월)에서 타사 기술과의 경쟁 후 심

의위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득함으로써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M-CAM 공법은 우리 회사가 서울지하철 9호선 923 고속터미널

역 건설공사에 적용했던 기술인 CAM(Cellular Arch Method) 공

법의 하중전달 메카니즘을 응용하여 새로 개발한 기술로서,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구간) 5공구 대안입찰 시 개발 및 설계 

반영하여 수주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2014년 10월 ‘건설신기술 

제745호’로 지정된 기술이다.

또한, 토목기술팀에서는 M-CAM 공법을 주제로 국내외 유수의 

학회 및 협회에 총 12편의 논문 발표 및 투고를 실시하였으며, 이

를 통해 우리 회사가 보유한 터널 및 지하공간에 대한 설계 및 시

공 기술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최우수현장 선정

2017년 3월 31일 우

리 회사 하남선 1-2

공구 현장이 ‘서울특

별시 안전관리 최우

수 현장’에 선정되어 

표창장을 수상했다. 

금번 표창을 계기로 913공구 이후 약 6년만에 재개한 서울지하철 

공사에서 당사의 안전관리 우수성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2017년 우수시공업체 선정

2017년 4월 19일 우리 회사 ‘대구사이언스파크 국가산업단지 조

성공사 1-3공구 현장’ 및 ‘인천서창2 소래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최한 2016년도 준공지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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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공평가 결과 ‘2017년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됐다. 한국토지주

택공사는 매년 품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는 ‘단지개발분야’ 및 ‘교통시설분야’ 

2개 분야에 동시 선정됨으로써 고품질 시공에 대한 당사의 능력

을 입증 받고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7년 9월 14일 우리 회사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

성 제고사업 제2공구 현장이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 수도건설단

이 주최한 ‘2017년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상(1위)을 수상했다.

본 경진대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행사로 수도건설단 관할 내 총 15개 현장에서 참

여해 각 사마다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 사례를 발표했으며, 우리 

회사는 IoT(Web CAM-일명 토스트캠)를 활용한 스마트 건설안전 

솔루션을 발표해 발주처 및 참석자 50여명의 투표 결과 최우수

상에 선정됐다.

한국도로공사 최우수 현장 수상

2018년 2월 18일 우리 회사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

공사(2공구) 현장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2017년도 최우수 현장’

으로 선정됐다.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1회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 환경 및 관리 분야를 심사하여 최우수 현장을 선정하

고 있으며, 우리 회사는 안전부문 및 환경부문 2개 분야에 동시 

선정됨으로써 고품질 시공에 대한 당사의 능력을 입증받고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이번 수상 외에도 밀양-울산 2공구 현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안

전 경진대회 우수사례 분야 대상(2017년 12월)’, ‘한국도로공사 건

설안전 혁신대상 경영대회 대상(2017년 11월)’, ‘공용노동부/안전

공단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2017년 7월)’ 및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안전 아이디어 발표대회 동상(2017년 7

월)’ 등을 수상하는 등 시공에 따른 안전 및 환경 Risk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

 

두바이 Atlantis Management Staff 

Accommodation(AMSA)-2 등 2건 수주

우리 회사가 두바이에서 미화 1억 2,100만달러(한화 약 1,400억

원)규모의 건축공사 2건을 수주했다.

로얄 아틀란티스 호텔 직원 아파트 건축공사는 우리 회사가 2015

년 말 수주한 로얄 아틀란티스 호텔 프로젝트의 후속공사로 주

메이라 빌리지 서클(JVC, Jumeirah Village Circle) 지역에 연면적 

110,926㎡의 호텔 직원용 아파트(지상 12~15층, 총 1,758세대)를 

짓는 공사로, 공사비는 미화 1억 500만달러(약 1,208억원, 우리지

분 60%)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개월이다.

두바이 실리콘오아시스(DSO) 레지던셜 빌딩 건축공사는 두바이

의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개발 중인 두바이 실리콘오아시스(DSO) 

지역에서 8층짜리 주거용 건물 1개 동(연면적 13,813㎡)을 짓는 

공사로 공사비 미화 1,600만달러(약 182억원, 우리지분 60%)이

며, 공사기간은 1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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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세종복합개발 신축공사(P2) 및 전기공사 수주

우리 회사가 KT&G가 발주한 KT&G 세종복합개발 신축공사(P2) 

및 전기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다. KT&G 세종복합개발 신축공

사(P2)에 이어 전기공사까지 수주하게 됨으로써 KT&G로부터 2

건의 공사, 총 1,050억원의 수주실적을 올리게 되었으며, 이는 향

후 KT&G와 발전적인 관계 복원을 더욱 탄탄히 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

KT&G 세종복합개발 신축공사(P2)는 오피스텔, 오피스, 판매시

설 등 연면적 25,387평(지하 4층 ~ 지상 13~14층)으로 지금까지 

KT&G가 발주한 단순도급 입찰공사 중 가장 큰 규모이며, 공사기

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다.

넥센타이어 마곡 R&D센터 건립공사 등 민간건축 2건 수주

우리 회사가 2017년 7월 넥센타이어 마곡 R&D센터 건립공사와 

숭실대 120주년 기념관(숭덕관) 공사 등 2건의 민간건축 프로젝

트를 약 913억원에 단독 수주했다.

넥센타이어㈜에서 발주한 마곡 R&D 센터 건립공사는 서울시 강

서구 마곡 가양동 일원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D5-1-4에 연

면적 53,908㎡의 오피스 사옥 및 R&D 연구센터(지하 2층 ~ 지

상 7층) 등을 건립하는 공사로 공사비는 약 766억원이며, 공사기

간은 착공일로부터 15개월이다.

숭실대 공사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학교 1 캠퍼스 내 연

면적 9,478㎡의 기념관 1개 동(지하 2층 ~ 지상 6층)을 신축하는 

공사로 공사비는 약 147억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

월이다. 

루이비통 플래그쉽 리모델링 수주

우리 회사가 1㎡당 공사비가 6천 6백만원에 달하는 최고급 리모

델링 프로젝트인 루이비통 플래그쉽 청담 공사를 단독 수주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사가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연

면적 1,810㎡(지하 1층 ~ 지상 4층)에 불과하지만 총 공사비는 

363억원에 달하는 최고급 건축 프로젝트이다.

옥수 극동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수주

우리 회사가 2017년 9월 16일에 개최된 옥수 극동아파트 리모델

링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며, 총 도급액은 

약 2,414억원이다.

이 공사는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428번지 일대에 8개동 900가구

(지하 1층 ~ 지상 15층)를 8개 동 총 1,035가구(지하 5층 ~ 지상 18

층)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5개월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건 수주

우리 회사가 2017년 12월 경남 김해와 전남 광주에서 지역주택조

합 아파트 각 1건씩 총 2,000억원 규모를 단독 수주했다.

김해 외동 지역주택조합은 경남 김해시 외동 1,075번지 일대 5개 

동(지하 2층 ~ 지상 29층) 총 360가구 규모로 도급액은 약 616억

원이며, 2018년 3월 착공 및 분양에 이어 2020년 12월 완공할 계

획이다.

광주 우산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343-6번지 일대 13개 동(지하 1층 ~ 지상 17층) 총 764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사비가 약 1,364억원이며, 2018년 7월 착공 

및 분양에 이어 2020년 6월 완공할 계획이다.

의정부 고산 S4B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등 2건 수주

우리 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2건, 총 1,213억원을 수주했다.

의정부 고산 S4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를 약 676억원에 단독 

수주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에 59㎡타입 

공공임대 아파트 6개 동(지하 1층 ~ 지상 25층), 총 638세대를 

건설하는 공사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90일이다.

김해 율하 2A-1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는 우리 회사의 LH 종

합심사낙찰제 수주 1호 사업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 일원에 

아파트 7개 동(지하 1층 ~ 지상 23층), 총 1,442세대를 건설하는 

공사이며, 수주금액은 약 537억원(우리지분 9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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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제1공구) 수주

우리 회사가 2018년 2월 8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종합심사 낙찰제

로 발주한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제1공구)를 

약 1,064억원(우리지분 70%, 745억원)에 수주했다.

이 공사는 경상북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 안의면 황곡리 일

대 총 연장 5km의 고속도로(교량 L=1,025m 포함)를 건설하는 것

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100일이다.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1공구 건설공사 수주

우리 회사가 조달청에서 종합평가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지하

철 8호선 연장 별내선 1공구 건설공사를 802억원에 단독으로 수

주했다.

이 공사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일원에 지하철(L=1,184m), 정거

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3개월이다.

부산 강서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대저분기) 수주

우리 회사가 2017년 5월 23일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부산 강

서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대저분기)를 175억원에 단독으

로 수주했다.

이 공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대저 S/S(신설) ~ 북구 

구포동 수직구 #5(기설) 사이 터널식 전력구(L=1,666m, Shield 

TBM) 및 수직구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60일이다.

전동-청주 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등 2건 수주

우리 회사가 플랜트 관공사 2건, 총 475억원을 수주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전동-청주 가스 주배관 건설공사는 충

북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군 일대에 배관 및 관리소를 건설하는 

공사로 수주금액은 419억원(우리지분 75%, 295억원)이며, 공사기

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발주한 장수군 LPG배관망 지원시

범사업 1공구는 전라북도 장수군 일원 LPG 저장탱크 및 배관신

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수주금액은 약 56억원 이며, 공사기간

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우리 회사 건축•토목 기술세미나 개최

우리 회사는 건축기술팀 및 토목기술팀 주관으로 기술의 공유와 

숙지를 통한 분야별(영업/견적/공사/안전 등) 전문성 제고, 입찰

견적능력 향상 및 수주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술세미나를 매

월 본사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개최된 기술세미나에서 건축 분야의 경

우 ‘해외입찰 VE 및 기술제안 사례’, ‘병원건축의 이해(설계 및 시

공 주안점 중심으로)’, ’주택사업 단계별 Green & Energy 제도소

개 및 대응방안’, ‘국내외 발주처 BIM 요구사항의 변화’, ‘공동주

택 구조설계지침 및 도서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으

며, 토목 분야의 경우 ‘노후화 시설(교량, 터널, 댐)의 유지관리 이

해 및 사례 분석’, ‘교량의 종류, 공법별 주요 시공방법 및 시공 시 

유의사항’, ‘화약발파 및 미진동 굴착공법’, ‘주요 공종별 계측관리 

요령 및 신기술 소개’, ‘4차 산업혁명과 건설핵심기술’, ‘국내 및 

해외 토목 BIM 발주 동향 및 사례 분석’ 등을 주제로 사내 전문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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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