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개원한 차병원 일산 일산 글로벌 라이프센터는 지하 8

층 ~ 지상 13층 규모의 첨단 의료시설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라이

프 스타일 융합병원입니다. 부인종양센터, 유방센터, 갑상선센터 3

대 여성암 특화센터에 15명의 전문 주치의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

니다.

쌍용건설은 지난 2016년 8월 발주한 이 사업을 단독 수주했습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을 제치고 수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첨단병원 

시공 실적과 특화된 기술력도 주효했지만 1995년 분당 차병원을 성

공적으로 준공했던 경험과 양사 경영자간 유대관계와 신뢰가 있었

기에 가능했습니다.

발주처 차병원 그룹은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7개국 61개 클

리닉, 1700명의 해외인력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 차움, 강남차병원, 

차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센터 등 그동안 펼쳐왔던 의료관광객 유치

와 성과를 활용해 일산 차병원을 의료관광의 새로운 중심으로 육성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여성종합병원

차병원 일산 글로벌 라이프센터

Completed Project 1

•공 사 명 : 차병원 일산 글로벌 라이프센터 

•발 주 처 : (의) 성광의료재단, (주) 케이에이치그린

•공사금액 : 약 1,050억원 (미화 8,900만 달러)

•공사기간 : 2016년 10월~2019년 10월 (36개월)

•공사내용

  판매시설 (1 ~ 3F), 의료시설 (4 ~ 7F), 병동 (7 ~ 10F), 

  산후조리원 (11 ~ 13F), 지하주차장 (B3 ~ B8F)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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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옥상정원]



[방사선실] [회의실]

[복도]

[신생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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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 지하층 난공사 극복

일산 차병원은 병원 건물로서는 보기 드물게 지하 약 40m까지 지하

층을 건설해야 하는 난공사이자 Full Top Down 공법으로 설계돼 있

기 때문에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시공해야 했습니다.

현장부지는 지하 5m부터 최하층까지 연암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터

파기 공사 시 인근 지하철과 법조타운의 건축물 훼손 및 민원을 최

소화하고자 미진동 발파 방식을 채택해 적용했습니다.

고품질 시공을 위해 발주처의 낙찰 통보 이후 유관부서와 수 차례의 

사전회의를 진행했고 Top Down 공법의 경력을 보유한 인력을 신속

히 배치해 공정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해외 발주처도 극찬한 Safe & Clean 현장

일산 차병원은 밀착 안전관리를 통한 무재해 달성이라는 목표로 안

전관리를 수행했습니다. 엄격한 근로자 안전관리 기준을 토대로 근

로자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도심지 공사로서 대내외 안전도 

적극 관리했습니다. 

현장을 잘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외부 인사 외에도 특히 해

외 발주처 관계자의 현장 방문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WHC 프로젝트 입찰을 앞두고 2017년 6월 8일 싱가포르 보건복지

부 (MOH) 에서 WHC 병원장 및 관계자 20여 명이 현장을 방문했습

니다. 본사 유관부서와 협력해 당사의 우수한 현장관리 역량을 적극 

알렸으며, WHC 관계자들은 탁월한 관리능력에 감탄하며 최고의 극

찬을 보내주었습니다. 

결국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병원인 WHC의 수주에 일부 기여하는 

역할을 했으며 LOA 수령 시 발주처는 “WHC 또한 차병원 현장처럼 

관리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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