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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북동쪽 주거지역인 세랑군(Serangoon) 초역세권. 이곳에는 

쌍용건설이 단독으로 수행 중인 포레스트 우드 콘도미니엄 현장이 있다. 

쌍용건설은 1984년에 싱가포르 민간주택 실적으로는 첫 선을 보인 

호라이즌 타워즈 준공 이후 아홉 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 현장탐방

싱가포르 포레스트 우즈 콘도미니엄 
Forest Woods Condominium

싱가포르 현장탐방

싱가포르 포레스트 우즈 콘도미니엄  
(Forest Woods Condominium)

• 발 주 처 : Serangoon Green Pte Ltd (CDL & TID JV SPC)

                     * CDL (City Developments Limited)

• 공사기간 : 2017. 02 ~ 2020. 01 

• 공사내용 : 지하 2층~지상 12층, 7개동 519 가구, 수영장, 클럽하우스 

                    등 부대공사

• 현장직원 : 현장소장 김응주 부장 외 글로벌 스태프 포함 37명 근무

•현장위치 : Serangoon Planning Area, Singapore

※ 특이사항 : 발주처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낸 Design & Build 

                        계약방식의 시공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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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말하다! 
직원 인터뷰 Q&A

                                                                 

Forest Woods Condominium은 초역세권(Serangoon MRT)에 

인접한 최고급 주거시설로서 고품질 확보를 위하여 싱가포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CONQUAS와 QM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품질 확보를 위한 현장만의 노하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 이정훈 사원(품질관리) :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품질관리의 포인트는 적절한 시퀀스에 

맞춰 공사를 진행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품질이 나빠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적절하지 않은 시퀀스, 예를 들어 

시퀀스가 뒤바뀐다든지 페인트 작업 후 다시 해킹하고 미장하는 

등의 소모적인 과정이 있는지 등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 현장은 사전에 이 같은 과정을 방지하기 위해 마감 공정 관련 

시퀀스를 최대한 디테일한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테이블을 별도 제작해 데일리로 관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 현장은 Design-Build 계약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Design-Bid-Build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Design-Bid-Build PJT에 비해 더욱 강조되는 

역할과 조직, 관리의 어려움과 Main Con으로서의 기회 등에 관하여)

▶ 김기수 부장(Design-Build) : 싱가포르에 비해 한국은 

공사과정에서 자재 선정만큼은 좀 더 유연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재 선정을 시공사에 맡기는 경우가 해당되겠지요. 그에 비해 

싱가포르는 이와 관련한 법이나 규제가 상당히 타이트한 편입니다. 

Developer 또한 그 룰에 맞춰 건물을 지어야 하고, 계약상 상당히 

많은 Condition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Local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Follow-up 하지 않으면 공사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다양한 공사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