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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현장의 관리로 

WHC 발주처 방문 당시 

‘최고의 현장’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
”

차병원 일산 글로벌 라이프센터 현장은 FULL TOP-DOWN SRC구조
로 지하 8층, 지상 13층, 연면적 22,085평의 규모의 의료시설, 판매
시설,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복합건물입니다. 
또한 산부인과를 포함해 여성 10대 질환 전문 병원, 최고급 호텔
형 산후조리시설과 4개층의 상업시설로 구성된 최고급 & 최신 
Business Model 복합 라이프스타일 융합병원이기도 합니다.  

■ 안전하고 깨끗한 현장

이 현장은 ‘보호구, 안전난간, 작업발판, 장비, 화기’ 등과 관련한 엄격
하고 구체적인 근로자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동시다발적인 작업들의 안전확보를 위
해 세밀하면서도 신속한 안전시설물 설치와 해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 현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현장 외부의 안전에도 적극적

으로 대처합니다.
이 현장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CLEAN’ 입니다. 매일 아침 현장 외부 
청소를 진행함으로써 인근 주민 및 보행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현장 출입구(3개) 주변을 물청소 함으로써 근로자와 차량
의 이동으로 인한 비산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무동력 청소
기와 톱밥 등을 이용해 건물 각 층의 먼지도 제거합니다.
상하층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TOP DOWN의 특성상 자재의 물동
량이 많기 때문에 매일 반입자재 및 양중 관리를 Just In Time으로 관
리하고 있으며,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와 잉여 자재는 즉각 반출함으
로써 CLEAN 현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 한 복판에 위치했다는 특성 외에도 현장 펜스 바로 앞에 
‘고양시 대기 오염 측정소’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및 대기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 발주처도 놀란 클린 현장

차병원 일산 글로벌 라이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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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싱가포르 BCA(건설청) 방문]

[2017년 6월 싱가포르 MOH(보건복지부) 방문 - WHC 병원장 및
관계자 20여 명]

■ 발주처를 감동시킨 현장

안전하고 깨끗한 현장 관리 덕분에 현장에는 유난히 외부 인사
의 방문이 많았습니다.
2017년 6월 8일, WHC 프로젝트 입찰과 관련해 발주처인 싱
가포르 MOH(보건복지부)에서 WHC 병원장 내정자와 함께 관
계자 20여 명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본사 유관부서와 협업한 PT에서는 주요공법 외에도 4차 산업
혁명 관련 현장 적용사례 등을 함께 설명함으로써 회사의 우수
한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WHC 관계자들은 현장의 탁월한 관리능력에 매우 만족하며 
‘최고의 현장’이라는 극찬을 남겼고, 이후 동남아시아 최대규모
의 병원인 WHC 수주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국내 주요 발주처들이 방문하는 “CLEAN & 
SAFE” 현장으로서 회사 이미지 재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고양시 시장으로부터 관내 약 200여개 민간건설
현장 중에서 단 3곳을 선정해 시상하는 ‘우수관리현장’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 사 명 : 차병원 일산 글로벌 라이프센터 현장
•공사금액 : 1,014억원(미화 9천 1백만 달러)
•대지면적 : 5,707㎡
•건축면적 : 3,996㎡ 
•공사기간 : 2016.10~2019.8
•연 면 적 : 지하 36,868㎡, 지상 35,304㎡, 계 72,172㎡
•규       모 : 지하 8층~지상 13층
•주차대수 : 607대

공사개요

[2017년 10월 말레이시아 OXLEY KLCC의 발주처인 Veritas 
Design Group의 건축사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