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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브이에스엘코리아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회사입니다.”
창립 30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출범 당시 어려웠던 시절과 IMF를 겪으며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고객과 임직원들이 가장 먼저 기억 속에 떠오릅니
다. 그 동안 함께 했던 고객과 임직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브이에스엘코리아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교량 및 건축구조물 사업
의 핵심은 바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사업으로
인간의 삶과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교량이란 단순히 물을 가로지르는 건축물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소통의 매
개체로, 또 그 자체가 우수한 예술품으로 그 가치를 생각하는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건축물로만 교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
계에도 교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브이에스엘코리아는 사람과 사람
을 이어주는 역할과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브이에스엘코리아가 30년 동안 지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통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건설기업과 협력업체들간에 투명하고 윤
리적인 방침아래 협력하며 서로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서로간의
브이에스엘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신흥우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전문 기술 영역인 포스트텐션 공법(Post-tension
system)을 지속 발전시켜 선진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것을 90%
이상 기술국산화를 달성하였습니다.

한 해를 새로 시작할 때마다 과연 우리는 우리나라의 교량 및 건축구조물
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라는 반성과 함께 우리가 제시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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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들에 대한 성과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의지와 힘을
집결하여 교량문화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고객의 지지와 협력 가운데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우리의 목표는 아직 멀고 높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독보적인 경
쟁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원가 절감, 효율성 증대,
획기적 기술 개발 등의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지난 30년은 브이에스엘코리아가 세계 1등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기
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실적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높은 혁신을 통해 향후
전개될 또 다른 30년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모든 임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집중하여 이제 서른 살의 중추
적인 기업으로 세계 1등을 향해 도전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 주셨듯이 앞으로 저희의 행보를 지켜
봐 주시고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브이에스엘코리아(주)

아울러 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편집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사장

이만섭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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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2. 08. 10
1982. 10. 23
1982. 12. 18
1983. 01. 06
1983. 04. 19
1983. 08. 12
1988. 12. 30
1989. 11. 15
1990. 03. 01
1990. 03. 01
1992. 03. 02
1993. 03. 19
1993. 04. 27
1993. 07. 22
1994. 04. 15
1994. 08. 23
1994. 12. 30
1995. 07. 20
1995. 12. 15
1996. 01. 24
1996. 09. 09
1996. 11. 01
1996.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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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 계약인가(재무부 투진 361-3082)
건설업 면허 취득(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가입
외국인 투자기업등록(등록번호:934호)
VSL 상표등록(등록번호:93858)
유원건설㈜ - 우수하도급사 포상
서울시 팔당대교 준공기념 포상
진흥기업㈜ - 공기단축 포상
대림산업㈜ - 우수협력업체 포상
대림산업㈜ - 우수협력업체 포상
대림산업㈜ - 우수협력업체 포상
서울산업대 건설구조공학과와 산학협력협정 체결
기업부설 기술연구소 설립
대림산업㈜ - P/T 공사포상
삼성건설㈜ - 우수협력업체 포상
건설업 면허 취득(강구조물 공사업)
한국산업안전공단 - 무재해2배달성장(제1158호) 포상
노동부 장관 - 무재해3배달성장(제95-628호) 포상
동부건설㈜ - 성실시공 포상
한라건설㈜ - 무재해달성 포상
삼익건설㈜ - 성실시공 포상
한국도로공사 - 서울외곽순환도로 준공 포상

1997. 03. 01
1997. 11. 11
1997. 11. 27
1998. 03. 31
1999. 01. 18
1999. 03. 19
1999. 08. 01
1999. 08. 25
1999. 10. 20
1999. 12. 30
2000. 03. 28
2000. 03. 31
2000. 05. 12
2000. 11. 10
2000. 11. 17
2001. 02. 06
2001. 03. 03
2001. 03. 14
2001. 03. 31
2001. 09. 27
2001. 11. 28
2002. 01. 18
2002. 01. 24

진흥기업㈜ - 우수협력업체 포상
ISO/KS A 9001 인증취득(한국품질인증센터) IQ NET 9001
건설업 면허 취득(시설물 유지 관리업)
고려개발㈜ - 최우수업체 포상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신고증 취득(신고번호:10-774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 경부5-2공구 오송교 성실시공 포상
현대건설㈜ - 우수협력업체 포상
한국도로공사 대진1건설사업소 - 최우수 하도급사 포상
건설단체총연합회 - 제1회 대한민국건설기업대상 대상수상(제92호)
한국도로공사 영동건설사업소 - 우수하도급사 포상
현대산업개발㈜ - 우수협력업체 포상
고려개발㈜ - 우수협력업체 포상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장려상 포상
행정자치부 -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대통령 표창장 수상(행자부 제129676호)
한국콘크리트 학회 - PSM 공법우수 기술상 포상
건설업 면허 취득(토공사업)
재정경제부 - 납세의무성실이행 포상(제010028호)
현대산업개발㈜ - 우수협력업체 포상
고려개발㈜ - 우수협력업체 포상
㈜한진중공업 - 안전공사우수업체 포상
행정자치부 -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대통령 표창장 수상(행자부 제134193호)
현대산업개발㈜ - 우수협력업체 포상
동부건설㈜ - 우수협력업체 포상

2002. 03. 31
2002. 06. 03
2002. 06. 17
2003. 03. 28
2003. 04. 01
2003. 06. 16
2003. 11. 01
2003. 11. 01
2004. 01. 26
2004. 02. 03
2004. 03. 25
2004. 06. 28
2004. 06. 28
2004. 11. 11
2004. 12. 17
2005. 06. 01
2005. 09. 14
2005. 12. 14
2006. 01. 01
2006. 11. 24
2006. 12. 05
2006. 12. 21
2007. 03. 02

고려개발㈜ - 우수협력업체 포상
한국도로공사 - 2001년 우수협력업체 포상
현대산업개발㈜ - 우수한 품질관리 ECHO상 포상
현대산업개발㈜ - 우수협력업체 포상
건설업 면허 취득(보링그라우팅 공사업)
현대산업개발㈜ - 품질향상에 기여 포상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성실시공(제03-130호) 포상
인천광역시 - 강화제2대교 성실시공(제3132호) 포상
현대산업개발㈜ - 3무운동 우수협력업체 포상
현대산업개발㈜ - 우수협력업체 포상
한라건설㈜ - 우수협력업체(토목부문, 안전부문) 포상
현대산업개발㈜ - 2003 품질관리우수업체 포상
현대산업개발㈜ - 우수품질향상 기여 포상
한국산업안전공단 - 전문건설업체 안전활동 우수사례발표에서 동상 입상
SK건설㈜ - 안전부문 우수 협력업체 포상
현대건설㈜ - 우수협력업체 포상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성실시공과 현장관리(철콘부문) 포상
SK건설㈜ - 품질부문 최우수 협력업체 포상
김철빈 대표이사 취임
GS건설㈜ - 우수협력업체 포상
건설업 면허 취득(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건설교통부 - 건설교통업무 발전에 기여 표창장 수상(제25092호)
현대산업개발㈜ - 2006 품질관리우수업체 포상

2007. 03. 07
2007. 03. 21
2007. 04. 02
2007. 10. 31
2007. 11. 02
2007. 12. 12
2008. 04. 15
2008. 05. 02
2009. 12. 18
2010. 02. 01
2010. 03. 08
2010. 10. 28
2010. 11. 24
2011. 02. 15
2011. 11. 17
2011. 11. 24
2011. 12. 16
2012. 02. 15
2012. 04. 09
2012. 05. 30
2012. 09. 21
2012. 12. 21

동부건설㈜ - 2007 우수협력업체 포상
한라건설㈜ - 2006 우수협렵업체(안전부문) 포상
성지건설㈜ - 무재해 1배 달성 포상
GS건설㈜ - 2007 우수협력업체 포상
현대건설㈜ - 2007 우수협력업체 포상
SK건설㈜ - 안전 우수 파트너사 포상
울트라건설㈜ - 2007 우수협력업체 포상
두산건설㈜ - 우수업체 포상
SK건설㈜ - 우수 안전 파트너사
이만섭 대표이사 취임
㈜대우건설 - 주요 협력회사 포상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업무발전에 기여 표창장 수상(제11131호)
한국가스공사 - 평택생산기지(#15~17탱크)준공 포상
㈜대우건설 - 주요 협력회사 포상
GS건설㈜ - 기술경진대회 장려상
대한전문건설협회 - 실적우수 포상
SK건설㈜ - 우수 안전 파트너사
㈜대우건설 - 주요 협력회사 포상
동부건설㈜ - 우수 협력회사 포상
SK건설㈜ - 외국인 근로자 복지향상에 기여 포상
건설업 면허 취득(수중 공사업)
SK건설㈜ - 우수 품질 파트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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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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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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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1984

영동6교 6th Yeongdong Bridge

발 주 처 : 서울시
원도급사 : 정우개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과 대치동을 연결하며, 양재천을 횡단하는 교량이다.
총연장 320m, 주경간장 50m, 교폭 50m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SM(Full Staging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Post-tensioning
자재 공급 및 인장작업을 수행하였다.

1984

우면교 Umyeon Bridge

발 주 처 : 서울시
원도급사 : 일신진흥건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하며, 양재천을 횡단하는 교량이다. 총연장
64m, 주경간 22m, 교폭 20m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SM(Full
Staging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Post-tensioning 자재 공급 및 인
장작업을 수행하였다.

1983

영동1교 1st Yeongdong Bridge

발 주 처 : 서울시
원도급사 : 일신진흥건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하며, 양재천을 횡단하는 교량이다. VSL Korea에서
최초로 시공한 교량으로 총연장 140m, 주경간 50m, 교폭 50m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
트 구조물은 FSM(Full Staging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Post-tensioning
자재 공급 및 인장작업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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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동일방직본사
Dongil Corporation Building

발 주 처 : 동일방직
원도급사 : 한국건업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동일그룹 본사 사옥
으로 건물명은 정헌빌딩이다. 건축규모는 지상10
층/지하3층이며, 연면적 16,295.64㎡의 업무시설
이다. 포스트텐션이 적용된 국내 최초의 건물이며,
VSL은 Post-tensioning 자재 공급 및 인장작업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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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1985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 Gimpo International Airport 2nd Terminal

발 주 처 : 교통부
원도급사 : 한일개발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는 국내선과 국제선 분리에 이어 공항시설
의 대폭 확충 차원에서 계획되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과 90년대 수요충족을 위하여 완공되
었다. 2청사를 신축하면서 국제선 여객처리 능력은 480만명에서 900만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옮겨간 후로 국제선 제1청사는 국내선 청사로 활용되고,
국제선 2청사는 공항시티터미널, 전문상가가 조성되었으며, 화물청사는 항공화물터미널로 이
용되고 있다. 건축규모 지상4층/지하1층이며, 연면적 80,200㎡이다. 경간 18m의 보에 포스트
텐션이 적용되었다. VSL은 Post-tensioning 자재 공급 및 인장작업을 수행하였다.

11

1986

한밭도서관 Hanbat Library

발 주 처 : 충남도청
원도급사 : 영진건설
한밭도서관 본관 건물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건축물 최대규모(19,105㎡)로 지상4층/지
하2층으로 건립되었다. 2차례의 현상설계를 거치며 설계되었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
는 동시에 현대적인 건물로 인정받는 건물이다. 제13회 한국건축가협회상(1991)과 제2회
환경문화상 건축부문상(1991)을 수상하였다. 포스트텐션 공법이 적용되어 실내 기둥을
15m x 15m로 배치할 수 있어 자료관리와 서고의 확장이 자유로운 구조로 건립되었다.
VSL은 Post-tensioning 자재 공급 및 인장작업을 수행하였다.

12

1987

1987

해군회관 Navy Hall

발 주 처 : 해군본부
원도급사 : 신일건업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해군회관 본관은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3,011㎡
의 규모이다. 19.4m의 장경간을 확보하여 웨딩홀, 연회장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
다. 19.4m의 내부보와 3.2m의 캔틸레버 보에 포스트텐션이 적용되었다. VSL은 Posttensioning 자재 공급 및 인장작업을 수행하였다.

13

14

1987

1987

등선교 Deungsun Bridge

발 주 처 : 건설부원주청
원도급사 : 신동아건설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에서 덕두원리를 북한강을 따라 연결하는 교량이
다. 총연장 2,000m, 주경간 50m, 교폭 11m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구조물은
FSM(Full Staging Method)공법이 적용되었으며, VSL은 Post-tensioning 자재
공급 및 인장작업을 수행하였다.

15

16

1988

1988

건국대학교 상허도서관 Konkuk University Sanghuh Memorial Library

발 주 처 : 건국대
원도급사 : 우성건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상허도서관은 건국학원을 건립한 상허 유석창 선생을 기
리고 개교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한 도서관이다. 지하1층/지상6층이며, 건축면적
4,489㎡, 연면적 22,135.3㎡으로 신축당시 동양 최대규모였다. 13.8m X 13.8m 모듈이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포스트텐션 와플구조가 적용되었다. VSL은 Post-tensioning 자재 공
급 및 인장작업을 수행하였다.

17

1989

단성교 Danseong Bridge

발 주 처 : 경상남도
원도급사 : 유원건설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와 신안면 하정리를 연결하며, 경호강을 횡단하는 교량이다. 총연장 240m, 주경간 43m, 교폭
11m이다. 1987년 태풍 셀마에 의해 유실되어 기존의 교량보다 위쪽에 새 교량을 건설하였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공법을 적용하였다. VSL은 Post-tensioning 자재 공급 및 인장작업을 수행하였다.

18

1989

1989

올림픽대교 Olympic Bridge

발 주 처 : 서울시
원도급사 : 유원건설
서울 광진구 구의동과 송파구 풍납동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88서울 올림픽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국내 최초의
콘크리트 사장교이며, 총연장 1,225m, 주경간 300m, 교폭 32m이다. 주탑은 88서울 올림픽을 뜻하는 높이 88m의 주탑 4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연 월 일 시의 4주와 4계절 4방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24개의 케이블은 제24회 올림픽 경기대
회를 의미한다. VSL은 사장교 및 접속교 구간에 Post-tensioning 자재 공급 및 인장작업을 수행하였다.

19

1991

강동대교 Gangdong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대림산업
서울 강동구 강일동과 구리시 토평동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총연장 1,126m,
주경간 125m, 교폭 26.72m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일부이며, 중부고속도
로 북단과 연결되어 경기도 북부 및 강원도 춘천 등지와 서울 남쪽 중부권을
연결하는 주요기능을 가진 교량이다. 시공 당시 PSC 박스 거더교로는 국내
에서 최대 경간장(125m)로 건설되었으며, 국내에서 생산된 강연선을 사용하
여 7경간 연속 PSC Box Girder교를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으로
시공한 최초의 교량이다. 2002년 왕복 4차로에서 왕복 8차로로 확장되었다.
VSL은 Post-tensioning 자재 공급 및 인장작업을 수행하였다.

20

1991

21

199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Incheon Cultural Center Main Buliding

발 주 처 : 인천시
원도급사 : 한일개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규모가 지하1층/지상3층, 부지면적 53,002㎡, 연면적
43,313㎡이다. 현대식 종합문화예술센터로 공연장과 전시실, 국제회의실, 예술정보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연장은
1,504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524석의 소공연장, 440석의 야외 공연장을 갖추고 있으며, 전시실은 대전시실(836㎡)과 중앙
전시실(245㎡), 소전시실(317㎡), 미추홀실(333㎡)로 이루어져 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보에 포스트텐션 공법이
적용되었다. VSL은 Post-tensioning 자재 공급 및 인장작업을 수행하였다.

22

1992

1992

마포효성빌딩
Mapo Hyosung Building

발 주 처 : 효성중공업
원도급사 : 효성중공업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본 건물은
건축가 김종성이 설계한 3개의 효성빌
딩 건물 중 세번째 작품으로 김종성은 국
내 오피스 건축에 한 획을 그은 건축가이
다. 효성그룹의 본사 사옥이며, 건축규모
는 지상16층/지하5층의 업무시설로서 연
면적 28,330.39㎡이다. 포스트텐션이 적
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경간 11.1m
에 보 춤 400mm로 계획되었다. VSL은
Post-tensioning 자재 공급 및 인장작업
을 수행하였다.

23

1992

동서고가로 Dongseo Expressway

발 주 처 : 부산시
원도급사 : 동부건설
부산 제2고속도로에서 명칭이 동서고가로로 변경되었으며, 1988년 4월
부터 1994년 12월까지 4,633억원을 투입하여 건설된 것으로 문현램프
와 낙동대교를 동서로 연결하는 총연장 10.9km의 자동차전용도로이다.
1992년 학장램프에서 문현램프까지 우선 개통되었고, 1994년 전 구간
이 개통되었다. VSL은 6공구와 7공구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이 구간에서
Post-tensioning 자재 공급 및 인장작업을 수행하였다.

24

1992

1992

가화천교 Gahwacheon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한양
남해고속도로 구간 중 경남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와 축동면 가산리를 연
결하며, 가화천을 횡단하는 교량이다. 총연장 240m, 주경간 120m, 교폭
23.9m이다.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이 적용되었으며, VSL은
Post-tensioning 자재 공급 및 인장작업을 수행하였다.

25

26

1993

1993

노량대교 Noryang Bridge

발 주 처 : 서울시
원도급사 : 진흥기업
한강종합개발계획의 하나로 행주대교와 올림픽경기장 사이에 한
강을 따라 올림픽대로상에 건설한 교량이다. 1987년에 구교가 완
공되었으며, 1993년에 신교가 추가로 완공되었다. 국내 최초로
MSS(Movable Scaffolding System)공법을 적용한 교량으로 MSS
공법을 도입하여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줄였다. VSL은 Posttensioning 자재 공급 및 인장작업을 수행하였다.

27

1994

동양시멘트 Silo Dongyang Cement Silo

발 주 처 : 동양시멘트
원도급사 : VSL KOREA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직경 16.06m, 높이 55m이다.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된 기존 구조물 벽체에 수직균열이 발생하여 배근
된 수평 철근량을 검토한 결과 포스트텐션 공법으로 보강하게 된 Silo이
다. VSL은 Post-tensioning 자재 공급 및 인장작업을 수행하였다.

28

1994

1994

인천승기하수처리장
Seunggi Sewage Treatment Plant

발 주 처 : 인천시
원도급사 : 코오롱건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하며 7만 2천여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740억원을 들여 건설한 것으로 하루 24만톤을 처리할 수 있다. VSL
은 Post-tensioning 자재 공급 및 인장작업을 수행하였다.

29

1994

섬강교 Seomgang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대림산업
영동고속도로 구간 중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를 연결하며, 섬강을 횡단하는 교량이다. 총연장 350m, 주경간 50m,
교폭 12.145m인 상/하행 분리형 교량이다. 상부 구조물은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Nose 설계/제작, 상부콘크리
트 구조물의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30

1995

1995

나로2대교 2nd Naro Bridge

발 주 처 : 건설부 이리청
원도급사 : 금호건설
고흥 내나로도와 외나로도를 연결하는 연도교로 총
연장 450m, 폭 9.8m의 왕복2차선 교량이다. 교각
높이는 22m이고, 주경간은 160m이다.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
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31

1996

서남문대교
Seonammun Bridge

발 주 처 : 건설부 이리청
원도급사 : 대림산업
전남 신안군 비금면과 도초면을 연결하는 연
도교로 7경간 연속 PSC박스 거더교이다. 총
연장 812m, 주경간 128m, 교폭 8.2m이다.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하였
으며,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상부 콘
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
하였다.

32

1996

1996

안양동교 Anyangdong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삼익건설/우성건설
서울외곽순환도로 구간 중 경기도 안양의 평촌과 산본을 연결하는 상/하행 분리형 교량이다.
총연장은 상행선 1,070m, 하행선 1,030m이며, 교폭은 각 행선 당 19.3m이고, 주경간은 160m이다. 시공
당시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으로 시공되는 교량으로는 국내 최장 지간 교량이다.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4차로인 광폭 교량이며, 평면 곡선 반경이 R=500m와 R=1,000m로 구성된 S자형 곡선교량이다.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교량 상부 콘크리트구조물 시공,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33

34

1997

1997

우암고가로 Uam Elevated Expressway

발 주 처 : 항만청
원도급사 : 대림산업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부산항 제 8부두 입구에서 문현동까지의 교량으로 출발점
인 감만동, 동서고가와의 접속점인 문현동 등 2개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바다와
하천 위를 지나는 교량이다. 교량 폭은 총 19m로 폭 9.5m 콘크리트 박스거더 2
개로 구성된다. VSL은 총 3.5km 구간 중에 PSM(Precast Segmental Method)
구간 2,000m와 FCM(Free Cantilever Method)구간 230m를 시공하였으며,
Launching Girder공급/운영,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세그먼트 제작/설치,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35

36

1998

1997

내부순환도로 Naebu Expressway

발 주 처 : 서울시
원도급사 : 동부건설
내부순환로는 마포구 성산동(성산대교 북단)에서 홍제천·정릉천·중랑천을 따라 고가
로 이어져 성동구 성수동1가(성동교)에 이르는 폭 23~27m, 길이 40.1km의 4차선 도
로이다. PSM(Precast Segmental Method)공법 중에 교각을 중심으로 한 세그먼트씩 연
결하는 Balanced Cantilever Method 공법을 채택하여 시공하였다. VSL은 청계고가 및
복개도로∼성동구 사근동 살곶이다리까지 3.3km구간 중에 50m경간 36개 경간을 시
공하여 총 1,800m 구간을 시공하였으며, Launching Girder공급/운영, 세그먼트 제작
및 설치,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1998

금강대교 Geumgang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한라건설
서해안 고속도로 구간 중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와 전북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를 연결하며, 금
강을 횡단하는 교량이다. 총연장 1,650m, 주경간 50m, 교폭 12.1m로 상/하행 분리형 교량이다. 교
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MSS(Movable Scaffolding System)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MSS장
비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37

38

1998

1998

북부간선도로 #2 Bukbu Expressway #2

발 주 처 : 서울시
원도급사 : 삼성건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중랑구 묵동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1994년 11월 착공되어 2002년 1월 16일
개통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276억 원이다. 길이 5,175m의 왕복 4차선 도로이며, 설계속도 시속 80㎞ 구간으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와 내부순환도로·동부간선도로와 연결된다. PSM(Precast Segmental Method)공법 중에
교각을 중심으로 한 세그먼트씩 연결하는 Balanced Cantilever Method 공법을 채택하여 시공한 교량이다. VSL
은 50m경간 132개 경간을 시공하여 총 6.6km 구간을 시공하였으며, Launching Girder 공급/운영, 세그먼트
제작/설치,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39

1998

종로타워 Top Cloud Heavy Lifting
Jongno Tower Top Cloud Heavy Lifting

발 주 처 : 삼성생명
원도급사 : 삼성물산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위치한 건물로 23층과 22층 사이를 30m짜리 세개의
원통형 기둥만으로 연결해 놓아 건물 가운데가 시원스레 뚫린 독특한 모양이다.
23층은 스카이 라운지와 식당, 전시공간으로 그 무게는 3400톤이 넘는다. VSL
은 22층 위에서 제작한 23층 구조물을 16개의 SLU-330 Jack을 세개의 빌딩
코어에 설치하여 30m를 리프팅하였다.

40

1999

1999

경부고철 #2-1 Gyeongbu High Speed Railway #2-1

발 주 처 : 고속철도공단
원도급사 : 울트라건설/신한
경부고속철도 구간 중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에서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구간이다. 연
장 1,160m 교량 2개소와 연장 600m 교량 1개소로 총 2,920m 구간을 시공하였으며, 한 경간은
40m, 교폭은 14m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MSS(Movable Scaffolding System)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MSS장비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
행하였다.

1999

경부고철 #4-2
Gyeongbu High Speed Railway #4-2

1999

경부고철 #5-2
Gyeongbu High Speed Railway #5-2

발 주 처 : 고속철도공단
원도급사 : 현대산업개발

발 주 처 : 고속철도공단
원도급사 : 한신공영

경부고속철도 구간 중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에 위치
한 연장 870m인 배방교와 충남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에
위치한 총연장 6,840m인 풍세교를 시공하였다. 주경간은
40m이며, 교폭은 14m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MSS(Movable Scaffolding System)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Post-tensioning 자재 공급 및 인장작업을 수행하
였다.

경부고속철도 구간 중 충북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에 위
치한 교량이다. 총연장 2,280m, 경간 40m, 교폭 14m
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MSS(Movable
Scaffolding System)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Posttensioning 자재 공급 및 인장작업을 수행하였다.

41

42

1999

1999

횡성대교 Hoengseong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고려개발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상대리에 있는 교량으로 강원도 산악지형의 계곡부
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여 시공 당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최대 교각 높
이 90.4m)에 건설된‘하늘 아래 첫 교량’이다. 총연장 705m, 주경간 115m,
교폭은 각각 12.3/14.3m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교각은 슬립폼으로 시공하였
다.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43

44

2000

2000

늑도대교 Neukdo Bridge

발 주 처 : 건설부 부산청
원도급사 : 한진건설
경남 사천시와 남해군 창선면을 연결하는 3.4km 구간
의 5개 연도교를 통칭하여 창선·삼천포대교라고 하는데
그 중 초양도와 늑도를 연결하는 교량이 늑도대교이다.
3경간 연속교량으로 총연장 340m, 주경간 160m, 교폭
은 14.5m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45

46

2000

2000

서해대교 #2 Seohae Bridge #2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LG건설
서해안 고속도로 구간 중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과 충남 당진시 송악읍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총
길이 7,310m 교폭 31.41m이다. 사장교 구간, PSM(Precast Segmental Method)구간, FCM(Free
Cantilever Method)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SM구간의 주경간은 60m, FCM구간의 주경간은
165m이다. VSL은 사장교 구간을 제외한 FCM구간(총연장 500m)과 PSM구간(총연장 2,760m)
을 시공하였으며, 두 구간에서 Launching Girder 공급/운영, Form Traveller의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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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001

2001

구량천교 Guryangcheon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동양고속건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구간 중 전북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에서 장기리를 연결하는
교량이다. 총연장 750m, 주경간 100m, 교폭 12.175m로 상/하행이 분리된 8경간
연속교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
용하였으며,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49

2001

노동2교 2nd Nodong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현대산업개발
동해고속도로 구간 중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에 위치한 교량이다. 총연장 630m,
주경간 50m, 교폭 12.145m로 상/하행 분리형 교량이다. 교량 상부 구조물은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Nose 설계/
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50

2001

2001

금강4교 4th Geumgang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현대산업개발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와 청성면 고당리를 연결하며, 금강을 횡단하는 교량이
다. 총연장 450m, 주경간 110m, 교폭 13.7m로 상/하행 분리형 교량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
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51

52

2001

2001

성산1교 1st Seongsan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대림산업
영동고속도로 원주-강릉간을 4차로로 확장하면서 신설된 교량이다. 총연장 475.5m,
상행선 교폭 14.4m, 하행선 교폭 12.3m, 주경간 120m인 교량이다. 지형이 산간 계
곡부로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53

2001

성산2, 3교 2nd/3rd Seongsan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한국중공업/한신공영
영동고속도로 원주-강릉간을 4차로로 확장하면서 신설된 교량이다. 총연장
470m, 주경간 120m, 상행선 교폭 14.4m, 하행선 교폭 12.3m이다. 지형이
산간 계곡부로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CM(Free Cantilever Method)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
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54

2001

2001

단양대교 Danyang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동부건설
중앙 고속도로 구간 중 충북 단양군 적성면 현곡리와 와단성면 하방리를 연결하며,
충주호를 가로지르는 교량이다. 총연장 440m, 주경간 110m, 교폭 12.6m인 상/하
행 분리형 교량이며, 우물통까지 포함한 교각 높이가 103m로 시공 당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교량이었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CM(Free Cantilever Method)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55

56

2002

2002

강화초지대교 Ganghwa Choji Bridge

발 주 처 : 인천광역시
원도급사 : 한솔건설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와 김포시 대곳면 약암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총연장
1,200m, 주경간 120m, 교폭 17.6m이다. 교각은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고 물살이 빨라 우물통 공법을 적용하였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
조물은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57

58

2002

2002

선유교 Seonyu Footbridge

발 주 처 : 서울특별시
원도급사 : 동양고속건설
한강 내의 섬 선유도의 옛 정수장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재활용 생태공원인 선유도
공원과 양평동 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교량이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서울시와 프랑스 2000년 위원회의 공동 기념사업으로 건설한 세계 최초
Ductal (초고성능 콘크리트)교량이며, 총연장 469m, 교폭 4.3m 이다. Ductal 을 사용
함으로서 교량 상판 두께가 120mm에서 30mm로 얇아졌다. VSL은 Ductal 세그먼
트 제작 및 Post-tensioning, 진동 제어를 위한 댐퍼의 설치 및 튜닝을 수행하였다.

59

2002

지죽대교 Jijuk Bridge

발 주 처 : 전라남도
원도급사 : 대동건설
전남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와 지죽도를 연결하는 연육교로서 4경간 연속교이다. 총연
장 440m, 주경간 120m, 교폭 9m로 왕복2차선 교량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상
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60

2004

2004

남대천교 Namdaecheon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동아건설산업
동해고속도로 구간 중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에 위치하며, 남대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다. FCM(Free Cantilever Method)구간 690m,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구
간 350m로 총연장 1,040m이다. FCM구간 주경간은 110m, ILM구간 주경간은 50m,
교폭은 12.315m로 상/하행 분리형 교량이다. VSL은 Form Traveller/Nose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61

2004

문경대교 Mungyeong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한라건설
중부내륙고속도로 구간 중 경북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에 위치한 교
량이다. 총연장 930m, 주경간 60m, 교폭 12.15m로 상/하행 분리형
교량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MSS(Movable Scaffolding
System)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였으며, VSL은 MSS 설계/제작 및 상
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62

2004

63

2004

산성우1교 1st Sanseong-u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대림산업
동해고속도로 구간 중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에 위치한 정동진천을 횡단하는 교량이다.
총연장 550m, 주경간 130m, 교폭 12.315m 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64

2004

2004

지도대교 Jido Bridge

발 주 처 : 전라남도
원도급사 : 금호산업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와 탄동리를 연결하는 연육교로 총연장 660m, 주경간 125m, 교폭 13.5m로 왕복 2
차선 교량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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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5

녹산대교 Noksan Bridge

발 주 처 : 해양수산부
원도급사 : 대우건설
부산신항 진입도로 구간 중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위치한 교량이다. 총연장은 1,780m이며, 이 중에
Extradosed교는 2경간으로 연장 140m, 교폭은 22.35m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케이블 제작/설치, 상/하부
및 주탑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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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7

고수교 Gosu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삼환기업㈜
고창-담양고속도로 구간 중 전북 고창군 고수면 상평리에 위치한 교량이다.
총연장 785m, 주경간 50m, 교폭 12.125m로 상/하행 분리형 교량이다. 현
장 조건을 감안하여 일정한 길이로 분리된 U Girder를 제작장에서 제작하여
Launching Girder등의 가설장비를 이용하여 가설하는 Precast U Girder 공법
을 적용한 교량이다. VSL은 Launching Girder의 공급/운영, 세그먼트 제작/가
설,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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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7

통천교 Tongcheon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GS건설
당진-대전고속도로 구간 중 충남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에 위치한 교량이
다. 총연장 630m, 주경간 55m, 교폭 12.15m로 상/하행 분리형 교량이며, 평
면 R=1,500m 인 곡선교이다. 상부 구조물은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Nose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의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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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7

청남대교 Cheongnam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삼부토건
서천-공주고속도로 구간 중 충남 청양군 청남면 지곡리에 위치한 교량으로
미당천과 양화달천을 횡단하는 교량이다. 총연장 1011.32m, 주경간 50m,
교폭 12.145m로 상/하행 분리형 교량이다. 상부 구조물은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Nose 설계/제작, 상부콘크
리트 구조물의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73

2007

누리꿈 스퀘어 IT 캡슐 Heavy Lifting
Nuritkum Square IT Capsule Heavy Lifting

발 주 처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도급사 : 삼성물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건물이며,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이 DMC내에 건립한 방송비즈니스 센터이다. 글로벌 IT 비즈니스 허브를 목
적으로 만들어진 상암동 DMC에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 중심의 IT 클러스
터 조성을 목표로 건립되었다. 좌·우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IT 캡슐은 길이
56m, 폭 10m, 높이 8m이며, 무게는 660톤이다. VSL은 IT 캡슐을 SLU-220
Jack 4개를 설치하여 40m를 리프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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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8

부띠크모나코 Boutique Monaco

발 주 처 : 생보부동산신탁
원도급사 : GS건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로서 다양한 평면 설
계와 예술작품과 같은 공간구성을 이루는 건물이다. 6m의
높은 천정고와 복층구조를 가지며, 입면 파사드가 독특하
다. 각 세대는 유명 미술가5인(마그리트, 마티스, 샤갈, 피카
소, 미로) 등의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인테리어가 다양하
고 이채로운 건물이다. 독일건축박물관이 수여하는 세계 최
우수 초고층 건축상 TOP5 작품에 선정되었다.(2008년) 지
하5층/지상28층 규모의 오피스텔, 판매시설, 문화/집회시
설로서 포스트텐션은 지상6층~27층 보에 적용되었으며,
경간 13.2m에 보 춤 600mm로 계획되었다. VSL은 Posttensioning 자재공급 및 인장작업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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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대덕교 Daeduk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삼환기업
고창-담양고속도로 구간 중 전남 장성군 서삼면 대덕리에 위치하며, 서삼천
을 횡단하는 고교각의 교량이다. 총연장 630m, 주경간 50m, 교폭 12.6m인
Double-T형 PSC 거더교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MSS(Movable
Scaffolding System)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MSS장비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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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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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8

안평1교 1st Anpyeong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삼환기업
고창-담양고속도로 구간 중 전남 장성군 서삼면 안평리에 위치하며 개천을 횡방
하는 고교각의 교량이다. 총연장 530m, 주경간 50m, 교폭 12.15m인 Double-T
형 PSC 거더교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MSS(Movable Scaffolding
System)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MSS장비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의 시공 및 Post-tensioning 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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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미사대교 Misa Bridge

발 주 처 : 서울-춘천 사업단
원도급사 : 현대산업개발
한강에 건설된 28번째 교량으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구간 중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과 남양
주시 삼패동을 연결하는 교량이다. 총연장 1,530m, 주경간 125m, 교폭 32.4m, 왕복6차로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 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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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8

만덕교 Manduk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GS건설
익산-장수고속도로 구간 중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에 위치한 교량이다. 총연장 1,060m, 주경간 170m, 교폭 12.6m
인 상/하행 분리형 교량이다. 주경간이 170m로 국내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 교량 중 가장 길며, 교각 단일 높이
만 98.4m로 국내에서 가장 높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83

2008

일선대교 Ilsun Bridge

발 주 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원도급사 : 현대건설
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와 선산읍 생곡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낙동강
을 횡단하는 교량이다. 국내 최초의 파형강판 Web PSC 박스거더교이며, 총
연장 800m, 주경간 60m, 교폭 21.2m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Nose 설
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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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8

북한강교 Bukhangang Bridge

발 주 처 : 철도청
원도급사 : 삼성물산
지하철 중앙선의 일부이며,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와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를 연결하며, 북한강을 횡단하는 교량
이다. 총연장 660m, 주경간 80m, 교폭 10.9m이다. 교량 상
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상부 콘크
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2008

평택 LNG Tank #11~14
Pyeongtaek LNG Tank #11~14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원도급사 : 삼성물산
평택 LNG #11~14 저장 Tank는 평택 화력과 인천 화력의 발전용 연료공급과 수도권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시작된 평택 LNG 인수기지 사업의 제2공장 저장탱크 및 본 설비 공사의 일환으로 경기도 평택시 포
승면에 시공되었다. VSL은 높이 47.327m 직경 83.9m의 LNG Tank 2기(#11, #14)의 외조를 시공하였으며,
외벽 시공을 위한 Climbing Form을 제작 납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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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09

경부고철 #14-1 Gyeongbu High Speed Railway #14-1

발 주 처 : 철도시설공단
원도급사 : 두산산업개발
경남 양산시 동면 법기리에서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까지 구간 중 법기고
가, 임기 1~2 고가, 송정고가, 남광고가, 노포고가 총 6개 교량이다. 총연장
3,577m, 교폭은 14m이다. VSL은 강합성교 2구간을 제외한 MSS(Movable
Scaffolding System)구간 1,680m, FSM(Full Staging Method)구간 1,730m
총 3,410m를 시공하였으며, 이 구간에서 MSS장비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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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09

아암교 Aam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두산산업개발
인천대교 접속교이며,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교
량이다. 총연장 801m이며, 이 중 엑스트라도즈드 교량 구
간은 488m로 주경간 140m, 교폭 17.1m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 및
FSM(Full Staging Method)공법을 적용한 PSC 박스거더이
다. 케이블은 15.7mm 강연선 31가닥을 사용하였으며, 사장
교와 같이 주탑 및 상부 구조물에 각각 분리 정착된 구조이
다.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케이블 제작/설치, 주
탑 및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Post-tensioning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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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광정천교 Gwangjeongcheon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온빛건설
동해고속도로 구간 중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에 위치하며, 광정
천을 횡단하는 교량이다. 총연장 580m, 주경간 50m, 교폭 12.145m이다.
교량 상부 구조물은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공법을 적용하
였으며, VSL은 Nose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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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덕포교 Deokpo Bridge

발 주 처 : 경상남도
원도급사 : 삼성물산
거가대교 접속도로 구간 중 경남 거제시 덕포동에 위치하며, 덕포천을 횡단하는
교량이다. 총연장 620m, 주경간 110m, 교폭 11m인 상/하행 분리형 교량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교각 및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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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09

동강대교 Donggang Bridge

발 주 처 : 조달청
원도급사 : 두산건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와 덕포리를 연결하며, 동강을 횡단하는 교량이다.
기존 프리플랙스 교량이 계획고가 제방보다 2m 낮고, 경간장이 기준에 미달하여
동강의 범람 및 교량 전/후 구간에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였다. 총연장 460m, 주경간 100m, 교폭 24.9m이다. 중앙의 200m
구간은 2경간 Y형 주탑 사장교이며, 나머지 구간은 FSM(Full Staging Method)공
법이 적용된 스트럿 부착식 PSC박스 거더교이다. VSL은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및 주탑 시공,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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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09

인천대교 #3 Incheon Bridge #3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현대건설
인천대교 접속교이며, 인천시 연수동 송도동 북측 해상에 설치된 교량으로 상부 콘크
리트에 스트럿이 부착된 PSC 박스 거더교이다. 총연장 1,408m, 주경간 60m, 교폭
24.3m로 구성된 교량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MSS(Movable Scaffolding
System)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였다. 하부 교각은 8각 Y형 콘크리트 교각이며,
Climbing Form을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VSL은 MSS장비 설계/제작, 상·하부 콘크리
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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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09

가덕해저터널 Gadeok Undersea Tunnel

발 주 처 : 지케이해상도로
원도급사 : 대우건설
거가대교는 부산 강서구 천성동과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총길이 8.2km
구간에 3주탑 사장교(거가1교)와 2주탑 사장교(거가2교) 및 해저의 침매터널(가덕해저터널)로 구성
된다. 가덕도~대죽도 구간의 가덕해저터널은 육상에서 제작된 터널구조물인 침매함을 바닷속에
가라앉힌 후 각 침매함을 연결하는 침매공법을 통해 만들었다. 침매함은 모두 18개로, 각각의 침매
함은 길이 180m, 폭 26.5m, 높이 9.75m, 무게 4만 5,000t에 이른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설치된 해
저침매터널로, 세계 최초로 파도·바람·조류가 심한 외해(外海)에 건설되었으며, 수심 48m의 깊
은 바닷속 연약지반에 건설되어 세계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곳에 건설된 해저침매터널이 되었다.
VSL은 침매함 구조물 제작, Post-tensioning 자재 공급 및 인장작업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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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0

거가1교 Busan-Geoje Fixed Link Lot1

발 주 처 : 지케이해상도로
원도급사 : 대우건설
거가대교는 부산 강서구 천성동과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총길이 8.2km구간에
3주탑 사장교(거가1교)와 2주탑 사장교(거가2교) 및 해저의 침매터널(가덕해저터널)로 구성된다. 저도~유
호리를 연결하는 거가1교는 3주탑 사장교로 총연장 676m, 주경간 230m, 교폭 22m이며, 총 116개의 케
이블이 설치 되었다. 국내 최초 3주탑 연속 사장교이며, 세계 최초의 곡선 다이아몬드형 주탑 사장교이다.
VSL은 케이블 공급/설치, 상부 PC 패널 설치, 마찰댐퍼(56개소) 및 고감쇠 고무댐퍼(60개소)의 설계/제
작/설치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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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한빛대교 Hanbit Bridge

발 주 처 :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
원도급사 : 한화건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과 탑립동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갑천을 횡단하며, 위로는
경부고속철도가 통과하는 교량이다.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로(총연장 1.8km)개설사업
의 일환으로 건설하였으며, 국내 최초의 3방향 강합성 사장교이다. 총연장 301.5m,
주경간 120m, 교폭 B=28.3~33.3m, 주탑의 높이는 60m이며, 총 24개의 케이블이
설치되었다. 교량 상부 구조물은 FSM(Full Staging Method)공법으로 시공하였으며,
VSL은 케이블 자재공급 및 설치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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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인천대교 케이블 댐퍼 Incheon Bridge Cable Damper

발 주 처 : 인천대교㈜
원도급사 : 삼성물산
인천국제공항 영종지구~송도국제도시 연결하는 총연장 18.38km 교량으로 국내
에서 가장 긴 교량이다. 이 중 해상구간에 있는 사장교는 총연장 1,480m, 주경간
800m, 교폭 33.4m, 주탑의 높이는 230.5m이며, 총 208개의 케이블이 설치되었다.
준공 당시 사장교 형식 교량으로 세계 5위 규모이며, 국내 최장대 교량이다. VSL은
마찰댐퍼(192개소), 고감쇠 고무댐퍼(16개소)를 설계/제작/설치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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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제2진도대교 케이블 댐퍼 2nd Jindo Bridge Cable Damper

발 주 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원도급사 : 현대건설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와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사이의 울돌목해협에 놓인 사장교로
1984년에 진도대교가 개통되었고, 2005년에 제2진도대교가 개통하였다. 제2진도대교는
총연장 492m, 주경간 344m, 교폭 12.55m, 주탑의 높이는 69.5m인 3경간 연속 사장교이
다. VSL은 2010년에 제2진도대교의 케이블 진동을 저감하기 위해 마찰댐퍼 16개를 설계/
제작/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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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안도대교 Ando Bridge

발 주 처 : 전남 여수시
원도급사 : 해동건설
전남 여수시 남면 심장리와 안도리를 연결하는 연도교이다. 국내 최장·최초 복합 엑스트라도즈드교로 총연장 360m, 주경간
200m, 교폭 12.5m, 주탑의 높이는 19.2m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하였
으며,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주탑 및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케이블 설치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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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시천교 Sicheon Bridge

발 주 처 : 한국수자원공사
원도급사 : GS건설
경인아라뱃길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인천 서구 시천동과 검암동을 연결하는 엑스트라도즈드교이다. 총연장 305m, 주경간 145m, 교폭 33.5m, 주
탑의 높이는 18m이다. 케이블은 15.7mm 강연선 55가닥을 사용하였으며,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
용하였다.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 케이블(SSI2000 Saddle)제작/설치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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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사진출처 - GS건설 기술지 [GS ICON]

2011

청운교 Cheongun Bridge

발 주 처 : 한국수자원공사
원도급사 : GS건설
경인아라뱃길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아라서해갑문에서 첫번째 교량이다. 총연
장 375m, 주경간 165m, 교폭 17.1m, 평면곡선반경이 600m인 곡선교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하였
으며,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사진출처 - GS건설 기술지 [GS 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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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대교 Unam Bridge

발 주 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원도급사 : 쌍용건설
전북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와 운종리를 연결하는 교량으
로 옥정호수를 횡단하는 교량이다. 총연장 670m, 주경
간 130m, 교폭 23m, 주탑의 높이는 18m이다. 세계 최
초로 VSL SSI2000 Saddle이 적용된 교량이며, 케이블은
15.7mm 강연선 37가닥을 사용하였다. 교량 상부 콘크리
트 구조물은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
하였으며,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주탑 및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Post-tensioning, 케이블(SSI2000
Saddle)제작/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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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2

경안대교 Gyeongan Bridge

발 주 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도급사 : 동인스텐다드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위치하며, 경안천을 횡단하는 엑스트라도즈드교로 총연장 270m,
주경간 130m, 교폭 30m, 주탑의 높이는 16.25m이다. 측경간은 FSM(Full Staging
Method)공법, 주경간은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케이
블(SSI2000 Saddle) 제작/설치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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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2

거북선대교 Geobukseon Bridge

발 주 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원도급사 : 대림산업
전남 여수시 종화동과 돌산읍 우두리를 연결하는 콘크리트 사장교이다. 총연장
464m, 주경간 230m, 교폭 24.2m, 주탑 90m이며, 상부구조는 Edge Girder를 적
용한 플로팅 타입이다. 주두부는 Heavy Lifting으로 거치하였으며, 세그먼트 가설은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하여 가설하였다. 케이블은 15.7mm 강연
선 23~49가닥을 사용하였다.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주탑 및 상부 콘크리
트 구조물 시공, Post-tensioning, 케이블 제작/설치, Heavy Lift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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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2

경춘선 복선전철 7공구 Gyeongchun Line #7

발 주 처 : 철도시설공단
원도급사 : GS건설
경춘선 백양리역에서 김유정역까지 구간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총 12.146km 구간 중에 교량
구간은 3,224m이며, 교폭 10.9m이다. 강원 영북권 및 수도권 북부 지역 개발과 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되었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SM(Full Staging Method)공법이
적용하였으며, VSL은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사진출처 - GS건설 기술지 [GS 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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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지붕 JACK UP
Hyundai Motors Roof Jack Up

발 주 처 : 현대자동차
원도급사 : 현대엠코
현대자동차 울산 #41 공장 지붕 Jack Up 공사는 노후화된 공장 합리화 공사의 일환으로 지
붕 일부를 Jack Up 하는 프로젝트이다. 공사 중에도 일부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공장 내부
의 협소한 공간에 적합한 VSL Jack Up System을 사용하였다. A구간 2880㎡, B구간 3600
㎡을 각각 1,875mm Jack Up 하였다. VSL Jack Up System 설계/제작, 지붕 Jack Up 공
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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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공촌1교 1st Gongchon Bridge

발 주 처 : 한국토지공사
원도급사 : 현대건설
인천 청라지구내에 공촌천을 횡단하는 비대칭 경사주탑 사장교이다. 총연
장 300.5m, 주경간 170m, 교폭은 34.6m이다. 주탑의 높이는 109m로 국
내 경사 주탑 중 최고 높이를 자랑하며, 선박 운행을 위해 주탑을 교량 한
쪽으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VSL은 케이블 제작/설치, 마찰댐퍼(8개소)
및 고감쇠 고무댐퍼(30개소)의 설계/제작/설치, 형상관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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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1교 1st Seosang Bridge

발 주 처 : 강원도
원도급사 : 동부건설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에 위치한 교량으로 총연장 1,850m, 주경간 50m, 교폭 12m이
며, Edge Girder 타입의 교량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MSS(Movable Scaffolding
System)공법을 적용하였다. VSL은 MSS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122

2012

2012

여수산단 #2 Yeosu Industrial Complex #2

발 주 처 : 전라남도
원도급사 : 금호산업
전남 여수시 묘도동에 위치한 교량으로 이순신대교의 접속교이다. 총연장 440m, 주경간
55m, 교폭 20.7m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MSS(Movable Scaffolding System)공
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MSS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
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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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금왕1, 2교 1st and 2nd Geumwang Bridge

발 주 처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사 : 동부건설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구간 중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에 위치한 교량이다. 금왕1교
는 총연장 490m, 주경간 50m, 교폭 24.3m이며, 금왕 2교는 총연장 240m, 주경간 40m,
교폭 24.3m인 Double-T PSC 박스 거더교이다.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MSS(Movable
Scaffolding System)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MSS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
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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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목포대교 사장교 Mokpo Bridge

발 주 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원도급사 : GS건설
전남 목포시에 있는 국도 제1호선의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으로, 죽교동과 유달동의
고하도, 허사도를 연결한다. 목포 신외항과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목포의 관
문으로 2012년 6월에 개통된 교량이다. 세계에서 두번째, 국내에선 최초로 시도된
3Way 케이블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된 교량이다. 총연장은 900m, 유선형으로 만들어
진 강박스 거더 단면의 폭은 24.5m이며, 다이아몬드형 주탑의 높이는 165.5m이다.
VSL은 주탑 시공, 케이블 제작/설치, 마찰댐퍼(120개소) 설계/제작/설치 작업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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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교 접속교 Mokpo Bridge

발 주 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원도급사 : GS건설
목포대교 접속교는 PSM(Precast Segmental Method)공법을 적용하여 시공된 교량
으로 총연장 3,160m(측경간 각 1,080m), 교폭 20.9m의 콘크리트 박스 거더교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제작장으로부터 선 제작된 20개의 세그먼트를 접합
하는 방식(Span by Sapn)이 적용되었다. VSL은 콘크리트 박스 세그먼트의 선형 관
리 및 제작, Launching Gantry 공급/운영,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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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2

여수대교 Yeosu Bridge

발 주 처 : 전라남도
원도급사 : GS건설
전남 여수시 월내동과 묘도를 연결하는 강합성 사장교로 총연장 760m, 주경간 430m, 교폭 25.9m, 주탑의 높이는
162m이다. 광양항 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시설 한계 및 주경간 길이가 설계가 되었으며, 산업단지 역동성과 관문성
그리고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직주탑을 적용하였다. VSL은 주탑 시공, 케이블 제작/설치, 마찰댐퍼(8개소) 및
고감쇠 고무댐퍼(30개소)의 설계/제작/설치를 수행하였다.

사진출처 - GS건설 기술지 [GS 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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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2

여수산단 #4 Yeosu Industrial Complex #4

발 주 처 : 전라남도
원도급사 : 포스코건설
여수 산업단지와 광양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이순신대교의 접속
교이다. 총연장 1,075m, 주경간 60m, 교폭은 20.7m이다.
콘크리트 박스 거더와 스트럿을 사용한 광폭 교량이며,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콘크리트 박스부는 MSS(Movable Scaffolding
System)공법을 적용하여 선시공하고, 캔틸레버부는 Form
Traveller를 이용하여 후타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VSL은
MSS/Form Traveller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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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Urban Transit Maglev Test Line

발 주 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원도급사 : GS건설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부터 공항철도 용유정거장까지 총 6.113km를 운행
하는 자기부상열차 전용 교량이다. PSM(Precast Segmental Method) 콘크
리트 박스 구조물과 FSM(Full Staging Method) U-Girder로 도심지 및 공
항 주차장 보행자를 고려하여 박스 하부를 곡선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다.
근접 주거지 생활권의 보호를 위해 급속시공을 하고자 별도의 제작장을 두
어 구조물의 제작, Post-tensioning 그리고 양생의 공정을 진행한 후 해당
구간에 크레인을 사용하여 설치하였다. 직선교부터 R=110m의 곡선교까지
다양한 평면 곡선 배치가 존재하기에 시스템 강재 거푸집을 제작하여 시공
정밀도를 만족시켰다. VSL은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및 설치,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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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운남대교 Unnam Bridge

발 주 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원도급사 : 현대건설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와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를 연결하는 교량이
며, 총연장 925m 중 엑스트라도즈드교 구간(325m)을 시공하였다. 주
경간은 155m, 교폭은 23.9m이다. 교량 받침을 적용하여 주탑과 하부
구조는 일체가 되지 않는 분리 형식이며, 주탑부와 거더는 일체로 하였
다. 주탑은 중앙 일면주탑으로 사재는 주탑에서 쌍으로 배열이 되어 교
량의 진행 방향으로 좌우 6본씩 48본이 배치가 되어 있으며, 케이블
은 15.2mm 강연선 37가닥을 적용하였다. VSL은 Form Traveller 설계/
제작, 주탑 및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케이블(새들) 제작/설치,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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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2

한두리대교 Handuri Bridge

발 주 처 : 한국토지공사
원도급사 : 대림산업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와 금남면 대평리를 연결하며, 금강
을 횡단하는 강합성 사장교이다. 행정도시 세종시의 남측 입구
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독특한 형상의 비정형 3차원 곡선 콘
크리트 주탑으로 설계 되었다. 총연장 880m 중 사장교 구간은
340m이며, 주경간 200m, 교폭 41m, 주탑의 높이는 97.2m이
다. 교량 상부는 강재 I형 Edge거더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
닥판의 합성구조이며, 주경간은 FCM(Free Cantilever Method)
공법, 측경간은 FSM(Full Staging Method)공법을 적용 하였다.
케이블은 15.7mm 강연선 31~107가닥을 적용하였다. VSL은
주탑 시공, 프리캐스트 패널 제작/설치, 케이블 제작/설치, 마찰
댐퍼(2개소) 설계/제작/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다.

139

140

2013

2013

광양 LNG Tank #4
Gwangyang LNG Tank #4

발 주 처 : ㈜포스코
원도급사 : ㈜포스코건설
POSCO의 포항 및 광양제철소, LNG 복합발전소, SK
복합발전소 및 기존 제철소 가열로 설비에 필요한
LNG를 공급하기 위한 LNG 인수기지 구축 사업의 일
환으로 전남 광양시에 높이 52.066m, 직경 84.1m의
LNG Tank 구조물을 시공하였다. 직경 15.2mm 강연
선 27가닥으로 구성된 텐던이 Tank의 수평 방향으로
174개와 수직 방향으로 136개가 설치되었다. VSL은
LNG Tank 콘크리트 외조와 Post-tensioning 시공, 외
벽 시공을 위한 Climbing Form을 제작 납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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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금가대교 Geumga Bridge

발 주 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원도급사 : SK건설
충북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와 금가면 유송리를 연결하며, 남한강을 횡단하는 교량이다. 총연장 795.6m, 주경간
125m, 교폭 23m인 7경간 연속 엑스트라도즈드교이다. 교량 상부는 4cell 타원형 단면이며, 교량의 형태를 거문고
와 유사한 모형으로 설계 및 시공이 이뤄졌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orm Traveller를 이용한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하였으며, VSL은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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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3

고탄교 Gotan Bridge

발 주 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도급사 : 한라건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와 청산면 장탄리를 연결하며, 한탄강을 지나는 고탄교는 총연장 810m, 주경간 60m, 교
폭 10.44m로 상/하행 분리형 교량이다.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MSS(Movable Scafolding System)공법을 적용
하였으며, 평면선형은 직선에서 R=980m으로 변경되는 클로소이드 구간에 위치한다. VSL은 MSS 장비의 설계/제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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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3

낙동강교 Nakdonggang Bridge

발 주 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원도급사 : 삼성물산
경북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와 수하동을 연결하며, 낙동강을 횡단하는 콘크리트 사장교이다. 총연장 595m, 주
경간 150m, 교폭 23.9~25.136m, 주탑의 높이는 83.7m이다. 낙동강 생태 환경 보전에 주안점을 두어 150m
장경간으로 세계적 문화 관광도시 안동의 위상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국내 최초의 4주탑 사장교이다.
케이블은 15.7mm 강연선 62~86가닥을 사용하였으며, 교량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하였다. VSL은 Form Traveller 설계/제작, 주탑 및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Posttensioning, 케이블 제작/설치, 형상관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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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3-4공구 Honam High Speed Railway #3-4

발 주 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원도급사 : 현대산업개발
오송역에서 목포역을 연결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중 김제시 구간으로 총
연장은 6,302m이다. 주경간은 30m/35m이며, 교폭은 12.6m이다. 제작장에서
30m/35m 연장의 콘크리트 박스거더를 제작한 후 Special Trolly를 이용하여 운반
및 거치하는 방식의 FSLM(Full Span Launching Method)공법이 적용되었다. VSL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운반/가설, Special Trolly 공급/운영, Pre-tensioning
작업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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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3

싱가폴 LNG Tank Singapore LNG Tank

발 주 처 : Singapore LNG Corporation
원도급사 : 삼성물산
싱가폴 최초 LNG 터미널 구축 사업으로 Jurong Island에 높이 49.45m,
직경 86.6m의 LNG Tank 구조물을 시공하였다. 수직 텐던의 고정 정착
구로 VSL AF Anchorage가 적용되었으며, 각 Tank 당 240개의 수직
텐던과 112개의 수평 텐던이 시공되었다. VSL은 LNG Tank 3기에 대
한 콘크리트 외조와 Post-tensioning 시공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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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VSL KOREA 사옥 VSL KOREA Headquarters

발 주 처 : VSL KOREA, DM 엔지니어링
원도급사 : 신누리건설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업무시설로서 규모는 대지면적 1,851㎡, 건축면적 792㎡,
연면적 13,095.86㎡이며, 지하4층/지상10층이다. 포스트텐션 공사는 지상2층~지상10
층에 적용되었다. 경간은 18m이며, 바닥진동을 고려하여 보 춤 900mm로 설계되었다.
VSL은 포스트텐션 자재공급 및 Post-tensioning을 수행하였다.
VSL KOREA 공장은 충북 음성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35,149㎡, 건물면적
4,039㎡으로 MSS, Form Traveller 및 기타 가설장비등을 제작하며, 연구개발을 위한
실험동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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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1교 1st Yeongdong Bridge 1983
영동6교 6th Yeongdong Bridge 1984
우면교 Umyeon Bridge 1984
동일방직본사 Dongil Corporation Building 1983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 Gimpo International Airport 2nd Terminal 1985
한밭도서관 Hanbat Library 1986
해군회관 Navy Hall 1987
등선교 Deungsun Bridge 1987
건국대학교 상허도서관 Konkuk University Sanghuh Memorial Library 1988
단성교 Danseong Bridge 1989
올림픽대교 Olympic Bridge 1989
강동대교 Gangdong Bridge 199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Incheon Cultural Center Main Buliding 1992
마포효성빌딩 Mapo Hyosung Building 1992
동서고가로 Dongseo Expressway 1992
가화천교 Gahwacheon Bridge 1992
노량대교 Noryang Bridge 1993
동양시멘트 Silo Dongyang Cement Silo 1994
인천승기하수처리장 Seunggi Sewage Treatment Plant 1994
섬강교 Seomgang Bridge 1994
나로2대교 2nd Naro Bridge 1995
서남문대교 Seonammun Bridge 1996
안양동교 Anyangdong Bridge 1996
우암고가로 Uam Elevated Expressway 1997
내부순환도로 Naebu Expressway 1997
금강대교 Geumgang Bridge 1998
북부간선도로 #2 Bukbu expressway #2 1998
종로타워 Top Cloud Heavy Lifting Jongno Tower Top Cloud Heavy Lifting 1998
경부고철 #2-1 Gyeongbu High Speed Railway #2-1 1999
경부고철 #4-2 Gyeongbu High Speed Railway #4-2 1999
경부고철 #5-2 Gyeongbu High Speed Railway #5-2 1999
횡성대교 Hoengseong Bridge 1999
늑도대교 Neukdo Bridge 2000
서해대교 #2 Seohae Bridge #2 2000
구량천교 Guryangcheon Bridge 2001
노동2교 2nd Nodong Bridge 2001
금강4교 4th Geumgang Bridge 2001
성산1교 1st Seongsan Bridge 2001
성산2,3교 2nd/3rd Seongsan Bridge 2001
단양대교 Danyang Bridge 2001
강화초지대교 Ganghwa Choji Bridge 2002
선유교 Seonyu Footbridge 2002
지죽대교 Jijuk Bridge 2002
남대천교 Namdaecheon Bridge 2004
문경대교 Mungyeong Bridge 2004
산성우1교 1st Sanseong-u Bridge 2004
지도대교 Jido Bridge 2004
녹산대교 Noksan Bridge 2005
고수교 Gosu Bridge 2007

브이에스엘코리아(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502-2 다올빌딩 9, 10층
Tel. 02)553-8200 Fax. 02)553-8255
www.vsl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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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천교 Tongcheon Bridge 2007
청남대교 Cheongnam Bridge 2007
누리꿈 스퀘어 IT 캡슐 Heavy Lifting Nuritkum Square IT Capsule Heavy Lifting 2007
부띠크모나코 Boutique Monaco 2008
대덕교 Daeduk Bridge 2008
안평1교 1st Anpyeong Bridge 2008
미사대교 Misa Bridge 2008
만덕교 Manduk Bridge 2008
일선대교 Ilsun Bridge 2008
북한강교 Bukhangang Bridge 2008
평택 LNG Tank #11~14 Pyeongtaek LNG Tank #11~14 2008
경부고철 #14-1 Gyeongbu High Speed Railway #14-1 2009
아암교 Aam Bridge 2009
광정천교 Gwangjeongcheon Bridge 2009
덕포교 Deokpo Bridge 2009
동강대교 Donggang Bridge 2009
인천대교 #3 Incheon Bridge #3 2009
가덕해저터널 Gadeok Undersea Tunnel 2009
거가1교 Busan-Geoje Fixed Link Lot1 2010
한빛대교 Hanbit Bridge 2010
인천대교 케이블 댐퍼 Incheon Bridge Cable Damper 2009
제2진도대교 케이블 댐퍼 2nd Jindo Bridge Cable Damper 2010
안도대교 Ando Bridge 2010
시천교 Sicheon Bridge 2011
청운교 Cheongun Bridge 2011
운암대교 Unam Bridge 2011
경안대교 Gyeongan Bridge 2012
거북선대교 Geobukseon Bridge 2012
경춘선 복선전철 7공구 Gyeongchun Line #7 2012
현대자동차 지붕 JACK UP Hyundai Motors Roof Jack Up 2012
공촌1교 1st Gongchon Bridge 2012
서상1교 1st Seosang Bridge 2012
여수산단 #2 Yeosu Industrial Complex #2 2012
금왕1, 2교 1st and 2nd Geumwang Bridge 2012
목포대교 사장교 Mokpo Bridge 2012
목포대교 접속교 Mokpo Bridge 2012
여수대교 Yeosu Bridge 2012
여수산단 #4 Yeosu Industrial Complex #4 2012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Urban Transit Maglev Test Line 2012
운남대교 Unnam Bridge 2012
한두리대교 Handuri Bridge 2012
광양 LNG Tank #4 Gwangyang LNG Tank #4 2013
금가대교 Geumga Bridge 2013
고탄교 Gotan Bridge 2013
낙동강교 Nakdonggang Bridge 2013
호남고속철도 #3-4 Honam High Speed Railway#3-4 2013
싱가폴 LNG Tank Singapore LNG Tank 2013
VSL KOREA 사옥 VSL KOREA Headquarter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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