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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xistence 공존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진 보다 나은 미래 공간 창출, 이것이 삼부토건이 생각하는 건설의 내일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 절감,

자원 재사용 및 재활용, 지구 오염 방지 등을 통하여 친환경·친인간 건축, 그리고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건설을 지향합니다.
삼부토건의 모든 임직원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건설의 미래를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Trust 신뢰

대한민국 건설업 면허 제1호에 빛나는 삼부토건을 지탱하는 중추는 신뢰입니다. 1948년에 설립되어 70년째
대한민국 건설의 중심에서 활약 중인 것은 고객과 그리고 임직원과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다짐 덕분입니다.
삼부토건은 단기적이고 경제적인 이윤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실, 안전 시공으로 보다 나은 공간을 창출
함으로써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합니다.

Mastership 장인정신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된 이를 장인이라 합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건설을 대표한다’,

‘삼부토건이 만들면 다르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삼부토건은 건설 분야의 장인 기업입니다. 토목, 건축, 환경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와 대한민국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볼리비아, 오만 등 세계 곳곳에서 삼부토건의 장인정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간과 공간을 잇는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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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념 Corporate Philosophy

품질환경
경영방침

삼부토건은 단기 이윤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시공으로 보다 나은
공간을 창출하고 공급함으로써 고객 만족,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책임을
다합니다. 또한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법과 규정을 지켜 법적인 책임을 준수
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은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전 임직원과 모든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첫째

통합경영시스템을 이해하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목표 및 추진 계획을 수립, 실행하여 경영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통합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서 조직의 역할, 책임과 권한, 그리고 상호

둘째

관계를 문서화하고 유지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본 방침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 및 미래지향적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자원과 에너지의 저감, 재사용 및 재활용을 생활화하여 자연 친화적

셋째

경영에 앞장서겠으며 오염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내외 통합경영시스템 관련 규제사항 및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업무 환경

넷째

과 기반 구조의 최적화 및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통합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영 검토를 통하여 효과성 및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ISO 9001
기술집약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종합 건설 능력을 인정받아 온
삼부토건은 지난 1997년 3월 독일 TÜ V Bayern사로부터 ISO 인증서를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삼부
토건은 대외 경쟁력 강화는 물론 각종 건설 관련 법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내외공사의 수주
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ISO 14001
삼부토건은 1997년 3월 ISO 9001 인증서 획득에 이어서 2003년 3월 독일 Bayern사로부터 ISO 14001
인증서 획득 및 ISO 9001/ISO 14001 품질/환경 통합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함으로 경영의 효율화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SAMBU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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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SAMBU

기업이념 Corporate Philosophy

비전삼부

삼부토건은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진, 보다 나은 미래 공간 건설을 위하여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합니다. 창조적인 도전정신으로 21세기에 진정한
세계 일류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Technology Oriented

VISION
SAMBU
Customer Oriented
사람 중심

Human Oriented

SAMBU
ENGINEERING &CONSTRUCTIONCO.,LTD.

기업은 곧 인간입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도 인간 존중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삼부토건은 ‘인간 존중 경영’을 기업 이념으로 삼아 각 개인을 고귀한 인격과 인권을
가진 주체로 존중하며, 각 개인이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어학 교육과 직무 교육 등의 장기 교육 계획을 제공함
으로써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도전
정신을 갖춘 인재를 육성, 발굴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
삼부토건은 ‘고객을 위하여’, ‘고객 중심으로’, ‘고객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회사의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뿐 아니라 기업 내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 고객까지, 삼부토건은 늘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준비를 갖추고
항상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술 중심
삼부토건은 미래의 보다 풍요로운 건설을 위하여 인간과 환경이 조화되는 쾌적한 공간
즉, 생활 터전과 모든 산업 활동에서 요구되는 적합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SAMBU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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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SAMBU

인사말씀 Message from the CEO

안녕하십니까? 항상 삼부토건을 아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부토건은 1948년 설립된 이래로 한결같은 성실 시공과 장인정신,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쳐 두루 쌓아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선구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열사의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볼리비아, 오만 등 지구촌 곳곳의 토목, 건축, 환경, 플랜트
등 수많은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때마다 ‘삼부토건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공에 임했습니다.
삼부토건은 우수한 시공 능력을 인정받아 단순 시공 분야는 물론이고 프로젝트별 조사, 기획, 타당성 검토, 설계, 시공, 유지
·보수를 아우르는 건설 전 과정과 이를 수행하는 개발 사업, 자체 분양 사업 및 턴키(Turn-Key) 공사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노하우로 고객 여러분께 최대의 만족을 드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삼부토건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오늘보다 내일을 먼저 생각하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스마트
건설 기술 확보를 통하여 ICT 건설 융·복합을 통한 종합 디벨로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해외 건설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건설 시장으로 점차 시장을 확대하면서 지금보다 나은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은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최적의 조건으로 제공하는 고객 중심 기업을 지향합니다. 또한 투명한 윤리 경영 체제
를 확립하고,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도 충실히 이행하면서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두루 기여하는 좋은 기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삼부토건의 도전!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삼부토건에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SAMBU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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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SAMBU

명예의 전당 Pride and Honor

Since 1948

70년 전통의 내재된 기술력은
삼부토건의 자긍심을 지켜 가는
든든한 자산입니다!

YEARS
OF HISTORY
대한민국의 고난과 역경의 현대사와 함께 성장한 삼부토건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인 건설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회사로서 삼부토건이 시공하고 시행한 수많은 토목, 건축,
환경플랜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은 삼부토건이 세계적인 종합건설회사로서
거듭나는 데 큰 밑그림이 되었습니다.

“금탑산업훈장”은 주목할 만한 산업적 공로를 달성하고 산업 발전에 두드러진 기여를 한 기업에게 수여되는

1948~
1969

1970~
1979

1980~
1989

1990~
1999

2000~
2009

2010~

1948 삼부토건 창업

1970 철탑산업훈장 수훈(경부고속도로 건설 공로)

1980 군산복합화력발전소, 남제주화력발전소,

1990 말레이시아공과대학 건설(UTM)

2000 북제주 동부하수처리장 건설

1950 최초의 교량공사 수주(부여 석동교)

1971

1962 토목건축공사업 제1호 면허 취득

1972 삼부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설립

2010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 백제문화단지 건설
금탑산업훈장 수훈
2011 전라선 신풍-여천 개통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사서울 284’
(구 서울역사) 개관
2012 오만 살랄라 도로 개통
TJB 대전방송 사옥 신축
2013 파키스탄 뉴봉수력발전소 준공
2014 탑정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준공
대전 엑스포컨벤션 업무복합센터 준공
2015 천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준공
영흥화력 5.6호기 토건공사 준공
나로호우주센터 준공
2016 장흥-송추 우회도로 준공
새만금방수제만경 3공구 준공
소천-서면 1.2공구 준공, 오만 대사관 준공
성남-여주 복선전철 4공구 준공
궁지구 저수지 둑높이기 준공
2017 동홍천 양양간 5공구 준공
녹동항 준공, 거문도항 준공
부산-좌천범일 1BL아파트건설공사 준공
2018 창립 제70주년

1963 건설 부문에 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국가의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이는 국가 산업의 선두주자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탑산업훈장 수상
1964 장충체육관 준공

엄격한 심사 때문에 한 차례도 받기 어려운 최고의 훈장을 삼부토건은 네 차례나 수상하였습니다.

남강댐 축조

이는 삼부토건이 한국 건설산업의 독보적인 선두주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965 백제교 가설
1966 울릉도 저동항 방파제 건설
1967 IFAWPCA 국제 건설상 수상

1979년 3월 7일 “금탑산업훈장” 수훈 해외시장 진출 유공

1968 경부고속도로 건설
196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

1998년 6월 18일 “금탑산업훈장” 수훈 한국건설산업 발전 유공

지하철 1호선 건설

북제주화력발전소 건설
1982 네팔국왕보국훈장 수훈, 남해고속도로 건설

여의도 삼부아파트 건설

1983 미국 뉴욕 지점 신설, 북평항 건설

영남화력발전소 건설

1984 지하철 2호선 건설, 황산대교 건설

포항종합제철 열연공장 건설
울산 제3정유공장 건설
1973 말레이시아 지점 겸 현장사무소 설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페탈링자야 간
제2연방고속도로 건설
1975 주식회사 여의상사 설립
기업 공개, 해외건설업 면허 취득

사우디아라비아 쥬베일 산업도시 상수도 건설
1985 중부고속도로 건설, 지하철 3, 4호선 건설
1986 남우관광주식회사 설립, 영동고속도로 건설
1987 목동지구 아파트 건설, 국립청주박물관 건설
수단 아랍농업투자개발(AAAID) 본부 건설

국립부여박물관 건설
1994 지하철 5호선 5-18공구(한강하저터널) 건설
포항신항 건설

2005 금탑산업훈장 수훈

상·하조도 연육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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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 신항 건설

1997 말레이시아 MBF Finance 사옥 건설

2006 (주)신라밀레니엄 법인 설립

1998 금탑산업훈장 수훈

2007 남산한옥마을 전통국악공연장 건설

1999 울릉도 사동항 건설
산청 양수발전소 건설
765kV 신태백 T/L 건설
파키스탄 물탄-미안찬누 간 도로공사 건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브웨이브 상수도 건설

2010년 9월 17일 “금탑산업훈장”수훈 백제역사문화단지 건설 유공

산청댐 건설
2004 대곡댐, 저도 연륙교 건설

밀레이시아 터프뷰 아파트 건설

네팔 룸비니 박물관, 도서관 건설

2002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996 한강하저터널, IFAWPCA 건설상 토목 부문 금상 수상

1989 포항신항 건설

197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점 설치

네팔 트리부반국제공항 건설 		
2001 직탕교 건설 / 대한극장 건설

1995 대전 월평정수장 건설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건설

대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979 안동댐 건설

199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건설

1988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전면 개관

1977 네팔 지점 설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지점 설치

2005년 6월 17일 “금탑산업훈장” 수훈 한국건설산업 발전 유공

SAMBU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연혁 History of SAMBU

14

2008 소흑산도항 건설 완료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2009 남산한옥마을 ‘전통국악공연장
(남산국악당)’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About SAMBU

Since 1948
전통 깊은 기업은 오늘보다 내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삼부토건이 지나온 시간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성장과 발전의 시간입니다.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화된 역량으로 당신이 꿈꾸던
미래를 건설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건설업 면허 제1호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기업
70년 대한민국 건설의 중심에서 영광의 역사를 써 온 삼부토건
삼부토건이 국내 제일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Business Portfolio

YEARS
OF HISTORY

18

32

44

52

토목 사업

건축 사업

플랜트 & 환경 사업

철강재 제작 공장

Civil Works

Architectural Works

Plant & Environment Works

Steel Structure Mill

Business Portfolio
PART 01

토목 사업
항만 | 댐 | 고속도로 | 철도, 지하철 | 교량 | 터널
대한민국 건설업면허 제1호가 말해 주듯 삼부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토목 분야의 선두주자로 수많은 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국토의 수자원 개발을 위한 대형 댐 건설을 중심으로 항만, 댐,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교량, 터널 등의 공사에서 탁월한 기술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로 마포-여의도 간을 연결한 한강 하저
터널의 완벽 시공은 삼부의 기술이 이루어 낸 빛나는 성과였습니다.

Civil Works

항만
삼부토건은 대한민국 수출의 원동력인 인천항과 포항 신항, 동해안 최대의 공업 항구인 동해 북평항, 시련과 극복,
도전과 끈기로 시공한 울릉도 저동항과 가거도 소흑산도항, 태백 지역 개발의 첨병 묵호항, 이외에도 여수항, 거문도항
등의 항구와 항만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 소흑산도항 (1979.7.~2008.5.)
모두가 마다하는 최악의 난공사였으나 남다른 공인의
식으로 27년간 묵묵히 수행한 국토 최서남단의 항만
공사. 목포에서 직선거리 150km, 서남해의 어업전진
기지가 목적, 공사 기간 동안 태풍 피해만 10번 이상,
수심40m의 바닷속에서 TTP를 쌓아 15층 높이정도로
올리며 방파제 448m 설치 및 보강공사 시행

1

2

3

4

5

6

2 거문도항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 (2013.8.~2017.5.)
방파제 보강 L=1,100m
- 동방파제 950m
- 북방파제 140m
- 남방파제 10m
동측 호안 보강 L=74.5m
덕촌물양장 보강 L=25.5m

3 강구항 친환경 연안정비사업 (2009.8.~2012.8.)
강구항 문화, 복지, 휴게시설을 조성하고 자연재해
예방 및 교통정체 해소로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처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북방파제 제거 및 보강(T.T.P (12&10TON) 제거 및
보강 1,711EA), 방파호안 687m, 준설 250,029m3 등

4 울릉도 사동항 방파제 (1993.~2008.11)
남방파제 750m, 호안 413m, 여객·화물·어선 접안
시설 620m, 연간 하역 능력 34만 5000t 규모의 항구

5 돌산항 정비공사 (2016.7.~2021.7.)
돌산항은 현재 항내 수면적 및 배후부지가 매우 협소
하여 국가어항의 기능 발휘에 지장, 어항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수산물 유통·판매, 관광 명소,
해상 교통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여수지역 거점어항
으로 정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서방파제
50m, 남방파제 215m, 물양장 411m, 친수호안 118m,
차도선 부두 25m 등

6 울릉도 저동항 방파제 (1966.7.~1980.9.)
남방파제 580m, 북방파제 275m, 물양장 595m, 호안
398m, 돌출방파제 85m 저동 앞바다의 수심이 워낙
깊은 데다가 풍랑이 거세어 공사하기 어려운 현장,
특히 1967년 당시 현장과 육지와의 거리가 먼 데다
하역시설은 물론 긴급상황 시 대피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운반선들이 취항을 기피하는 실정이어 자재,
장비, 노무자 등의 수송에 어려움이 많았음

7 녹동항 정비공사 (2010.10.~2017.1.)

여수항 동방파제 (2007.5.~2011.1.)
방파제 축조 232m, 여수항 동방파제는 기존의 태풍을 막는 기능에서 더 나아가 친수 개념을
도입해 파노라마형 조망 구간과 전망대를 갖춰 오동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SAMBU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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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동항을 해양관광, 수산유통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
는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여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
대처 및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제공을 위한 시설로,
사업 개요는 북방파제 250m, 돌제 150m, 물양장 보
강 263m, 부잔교, 선양장 및 도선장 60m, 친수 호안
251m, 연결 교량 61m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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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국내 토목 분야의 리더인 삼부는 국내 최초의 토석댐인 울산 사연제댐을 시공하는 등 댐 축조에 있어서도 고도의
시공 기술을 축적하여, 여천공업단지의 용수 공급원인 수어천댐, 안동다목적댐, 남강다목적댐, 금호강운문댐,
네팔의 쿨레카니댐 등을 시공하여 국내 굴지의 댐 축조 전문 회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

2

3

4

5

6

1 안동다목적댐 (1973.1.~1977.12.)
창업 후 최대의 단일 공사, 국내 최초의 국제입찰방식
적용. 중앙 차수벽형 토석댐으로 길이 612m, 높이 83m,
총 저수량 12억 4,800만㎥, 발전소 시설용량 9만kw.
우수한 기술인력과 중장비를 확보함으로써 회사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공사

2 산
 청 양수발전소 주설비 토건공사
(1994.7.~2002.5.)
국내 최대 규모의 양수발전소, 수압 터널 수직 연장
심도 449m(조압 수조부 91m, 수압 터널부 358m)로
RBM 공법에 의해 수직 굴착. 시설용량700MW
(350MW×2기), 상부댐 높이 90.8m, 길이 360m, 하부
댐 높이 72.3m, 길이 286.1m

3 울
 산권 광역상수도사업 취수원 및 도수관로
시설공사(대곡댐) (1999.4.~2005.12.)
사연댐 상류에 대곡댐을 건설하여 두 댐의 연계 운영
을 통한 울산 지역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 본댐(CFRD댐) 높이 52m, 길이 190m 여수로
(RADIAL GATE) 길이 190m, 폭 40m

4 금
 호강계통 광역상수도공사 (운문댐)
(1985.12~1996.4)
댐 높이 55m, 길이 407m, 중앙코아식 사력댐으로
용도는 공업용수, 농업용수, 음용수등

5 남강다목적댐 및 방수로 축조공사 (1965.5.~1970.11.)
중앙 차수벽형 사력댐, 길이 974m, 높이 21m, 총 저수
량 1억 3,630만㎥, 발전소 시설용량 1만 2,600kw

6 쿨레카니댐 (1977.9.~1982.5.)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대규모 공사, 지하 공동구
를 만들어 발전소 건설, 국제금융기관(IBRD, OPEC,
쿠웨이트기금 등)에서 1억 달러 건설자금 조성, 네팔
카트만두 남서쪽 약 30km위치, 사력댐, 길이 406m,
높이 114m, 총 저수량 8,350만㎥

7 사연제댐 (1962.10~1965.12)

부항다목적댐 건설공사 (2006.11.~2014.9.)
부항댐은 높이 64m, 길이 472m의 콘크리트 표면 차수벽형 석괴댐이며 회전식 수문
(Radial Gate) 형식 여수로와 가배수로 터널 상류가 물막이 유수 전환 시설로 구성

SAMBU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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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높이 46m, 댐 길이 300m. 국내 최초의 토석댐으로
국내 건설업체중 가장 먼저 세계적 주류였던 토석댐의
시공 기술을 경험할 수 있었던 현장, 해당 공사의 준공
으로 1967년 IFAWPCA 제7차 마닐라대회에서 국제건설
상 준우승 수상 영광을 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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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삼부토건은 경제의 대동맥으로 보다 빠르고 발전된 수송 기반 공사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
도로인 경인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하여 세계 건설사에 길이 남을 경부고속도로 등을 시공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말레이시아의 대동맥인 제2연방고속도로, 쿠알라룸푸르-페달링자야 간 교통 분산도로 1, 2단계
등을 건설함으로써 국내외 도로 건설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1

2

3

4

5

6

1 경인고속도로 (1970.4.~1973.12.)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동시에 최초의 민간
자본이 투입된 공사로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준공일을 당기기 위해 도급순위 3위 까지만 시공을
맡김. 삼부는 3공구인 주안 염전 지대 부근의 난공사
를 맡아 시공

2 고
 속국도 제10호선 장흥-광양간 건설공사
(제5공구, 제8공구) (2006.12.~2012.6.)
제5공구 : 고
 속도로 신설 L=8.83Km, B=23.4m(4차로),
교량 : 8개소/1,405m, 터널 3개소/2,886m
제8공구 : 고
 속도로 신설 L=10.389Km, B=23.4m(4차로),
교량 : 7개소/1,170m, 터널 5개소/5,084m

3 영동 고속도로 (1994.10.~1997.11.)
원주-강릉 구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서창분기
점)에서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강릉분기점)에
이르는 고속국도로 길이 234.39㎞, 너비 23.4m의
왕복 4-8차선. 국토를 동서로 횡단하는 고속도로로
물자수송과 관광도로로 이용

4 고
 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 간 확장공사(제2공구)
(2011.12.~2018.12.예정)
토공 : 흙깎기 931,000㎥, 흙쌓기 783,000㎥
배수공 : 암거 26개소/1,290m, 배수관 16개소/824m
교량공 : 활천1교(e-Rahmen, L=72.5m) 외 5개소 L=189m
포장공 : 콘크리트 포장 75,601㎥, 아스콘 포장 920a
부대시설 : 출입시설 1개소(활천나들목)

5 천
 변고속화도로(대화J/C) 건설공사
(1995.9.~2004.4.)
대전광역시에 존재하는 유일한 고속화도로, 대전을
경유하는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대전광역시의 유일한
자동차 전용도로

6 말레이시아 제2연방고속도로 (1973. 9.~1977. 8.)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신흥도시 페탈링
자야 간 총 연장 11km의 기존 도로를 6차선 또는 8차
선으로 전환한 공사로 말레이시아의 국제관문인
Subang공항과 Klang항구에서 수도로 들어오는 진입
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공사

경부고속도로 (1966. 2.~1970. 7.)
세계 건설사에 길이 남을 大役事, 청주구간의 몽단리구간 21.31km와 추풍령 김천사이의
김천구간 16.24km를 시공, 추풍령 정상부근에는 준공기념탑이 있어 의미가 깊다. 경부고
속도로는 최단의 공기, 최소의 공사비라는 세계 고속도로 건설사에 두 가지 기록을 남겼
으며, 안동댐 공사와 함께 삼부토건을 한 단계 성장시킨 공사임. 본공사의 준공 공로로
삼부는 철탑산업훈장을 수훈

SAMBU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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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
 계-초정 간 4차로 확장, 포장공사
(2004.2.~2009.5.)
총 연장 5.64Km(신설 4차로), 폭원 20.0m(편도 2차로)
공사로, 교량으로는 초정 IC램프 1교(STEEL BOX)
410m, 초정 IC램프 2교(STEEL BOX) 1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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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철
수도권의 인구 증가로 늘어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하철 신축공사에 심혈을 기울여 온 삼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제2공구), 국내 최초의 하저터널로 시공된 서울 지하철 5호선(제5-18공구, 여의도-마포), 과천선(금정-사당) 복선 전철
(제 10공구), 그리고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경부고속철도(제7-1공구)와 동해안 일대의 탄광과 주변 도시를 잇는 동해
북부선(양양-삼척), 정선선(예미-정선) 등 수많은 국내의 주요 철도, 지하철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1 지하철 1호선 (1971.4.~1974.4.)
국보 제1호인 남대문 지하와 인접한 구간. 착공 전부터
남대문 훼손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분분, 게다가
노선이 양동·남대문·태평로 등의 지하보도 아래를
통과한 난 공사

1

3

4

5

2 지
 하철 7호선 제7-4공구 건설공사
(1990.12~1996.11)
총 연장 1,040m(단선 병렬 1,040m×2열), 기 운행중인
지하철 4호선 노원역 교각이 신설구간인 쌍굴터널
바로 위에 위치하여 교각 하부 지점 통과 공법 적용

 춘선 복선 전철 제3공구 노반 신설공사
3 경
(2002.12.~2007.11.)
총 연장 5,700m, 평내 고가 1,104m, 석계 고가 22.4m,
입출고선 교량 1,850m, 마치터널(NATM) 3,120m

4 경
 부고속철도 제7-1공구 노반 신설 기타공사
(1998.6.~2002.10.)
총 연장 12,986m, 이원 고가 2,430m, 금강교 400m,
구탄 고가 700m, 초강고가 1,660m, 금강교(경부선)
400m, 지탄터널(NATM) 1,265m, 구탄터널(개착) 250m

5 지
 하철 5호선 제5-18공구 건설공사
(1990.12.~1997.6.)
총 연장 L=3,160m(한강 횡단 하저터널 NATM 공법),
내공 단면적 : 최소 35,150m3~최대 214,150m3,
모암굴착량(비개착분) 131,415m3
(풍화암 8,565.6m3, 연암 67,898m3, 경암 54,951.5m3)
- 상행선 L =1,580m
- 하행선 L = 1,580m

6 인
 천국제공항철도 시설물 토목,건축 및
부대시설공사(2단계 공사) (2001.5.~2010.12.)

성남-여주 복선 전철 제4공구 노반 건설공사 (2009.3.~2016.9.)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 친화적인 철도 시설의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공사 규모는 신설 일반 철도 L=4,719.19m B=13.5m, 교량 2개소(140m), 터널 1개소
(L=4,287.50m, B=10.1m)

SAMBU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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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역-상암DMC역 구간(2.86Km)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일반열차 50분, 직통열차
40분 소요. 일반 6분, 직통 30분 간격으로 운행되어
도심과 인천공항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하는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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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오직 한길, 한국의 건설 현장을 우직하게 지켜 온 삼부는 치밀한 계획과 성실 시공이라는 커다란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동양 최장의 ILM교(1,050m)인 황산대교, 국내 최초로 콘크리트박스 공법을 도입한 금남교와 웰(Well) 공법의 백제교, 서해안
시대의 청사진을 열어 나갈 안흥항 연육교 등의 국내 주요 교량공사를 안전하고 튼튼하며, 수려하게 완성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1

2

3

4

5

6

1 부여대교 (1997.12.~2008.12.)
총 길이 1,595m.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에서
규암면 내리를 잇는 다리

2 여
 천-화양 간 연륙교 가설공사(백야대교)
(2000.6.~2005.4.)
총 연장 3.77Km(신설 2차로) 공사 주요 시설물은 교량
(백야대교) L=325m(B=12m), 경간구성은 닐센아치교
1경간 183m와 강합성상형교 3경간 142m

3 새
 만금방수제 만경 제3공구 (2010.7.~2016.2.)
방수제 : 만경1호방수제(L=4,450m)
승수로 : 옥구승수로(L=3,034m)
배수문 : 군
 산 2배수문(신설, 10m×7m×3련),
하제 1배수문(보강, 2m×2.5m×2련)
교량 : 옥
 구교(L=80m, B=27.5m),
옥구1교(L=80m, B=14.5m)
조경 및 환경 : 아
 우름공원(A=53,818m2),
아우름기착지(L=381m)
기타 : 준설(3,728,857m3)

4 수영4호교 (2005.10.~2011.2.)
교량 L=313m, 접속 램프 L=58m, 연제 구측 도로
L=546m, 해운 대측 연결도로 L=215m, 강변도로
지하차도 L=665m

5 경
 남진주혁신도시 교량 및 하천공사
(2011.9.~2013.12.)
토공 : 절토 356,806㎥, 성토 97,590㎥
하천공 : 제
 방 축제공 L=1,511m, 둑마루 및 진입 램프
포장 : 9,395m2
호안 블럭 : 14,878m2, 지오네트 9,663m2,
조경석쌓기 : 11,055m2
교량공 : 교
 량1 문산교(WPC GIRDER),
교량2 나래교(부분합성강관거더교)
교량3 에나교(WPC GIRDER), 교량4 영천교(PSC
e-BEAM), 가교(HIPP가교)
우회도로 : L=590.0m, B=24.0m, 6차로/1개소
중앙일면중로아치교(길이 180m) 외 4개 교량

6 부항댐 유촌1교 (2006.11.~2012.10.)
마포대교 (1968.2.~1970.5.)

길이 372m, 폭 21m, 최대 경간장 100m의 닐센아치교

길이 1,400m, 폭 25m. 준공 당시는 ‘서울대교’라고 부르다가 1984년에 마포대교로 개명

7 저도연육교 (2002.7.~2004.12.)
총 연장 960m(왕복 2차선, 폭 9.5m) 주요 구조물인
저도 연륙교는 연장 182m, 폭 13m, 최대 경간장 182m
(형식은 하로 V각 닐센아치교)

SAMBU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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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삼부가 습득한 토목 분야의 노하우는 터널공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특히 국내 최초 하저터널인 한강 하저터널
(여의도 제5-18공구)은 신공법 도입과 더불어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이루어 제28차 IFAWPCA 서울 총회에서 토목
부문 금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국 건설 기술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유강터널, 신림-안양 간 터널, 함양터널 등
기타 터널 공사에 있어서도 한 치의 실수도 용인하지 않는 삼부의 전통은 완벽 시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대로 제1공구 공사 내 터널공사(금화터널)
1 성
(1977.4~1979.8)
연장 1,110m, 폭 9m

1

2

3

4

5

6

2 유강외팔교 4차선 이설공사(유강터널)
(1995.2.~2002.11.)
길이 2.87km, 노폭 19.7m.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과
포항시 남구 연일읍을 잇는 국도 제7호선 터널

 림-안양간 도로 개설공사 (호암1터널)
3 신
(1997.2.~2000.12.)
도로 : 총 L = 1.63Km, B = 20m(2차선)
터널 : L = 1,191m, B = 10m, 내공 단면적 : 61㎡

4 보
 령-태안(제1공구) 도로 건설공사
(2010.12.~2018.5. 예정)
총 연장 : 7.96km
도로 : L=1.05km, 폭 16.5km(양방향 4차로)
해저터널 : L=6.9km/1개소(태안 방향 기준)
교량 : L=10m/1개소(저두교)

5 지하철 3호선 쌍굴터널 (1981.9.~1985.12.)
충무로역에서 동대입구역 구간 터널.
총 연장 1,408.4m, 개착 255m, 비개착 1,153.4m

6 영
 동고속도로 강천터널 차로확장공사
(2009.12.~2011.10.)
총 연장 : 우
 회도로 신설 연장 715m(2차로 B=10m)
강천터널 확장 연장 329m(3차로 B=11.8m)

7 한강하저터널 (1990.12.~1996.12.)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2014.2.~2018.10. 예정)
총 연장: 3.97km, 폭원: 21.0~30.0m (왕복4-6차로)
토공 : 흙깎기 : 557,000㎥, 흙쌓기 : 113,000㎥, 사토 : 915,000㎥
배수공 : 배수관 : 22개소/383m , 암거 : 2개소/60m
구조물공 : 차룡 지하차도 25m , 보도교 2개소/48m
터널공 : 김해 방향 2,708m , 마산 합포구방향 2,643m
부대시설 : 영업소 1개소 , 차룡 도시근린공원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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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하천 장대 터널. 총 연장 1,580m, 한강 하저
터널 1,288m, 한강 하저 20m의 하저터널로 공기 단축을
위해 강심에 가로세로 각각 44m 및 높이 7.3m의 인공섬
을 만들어 작업. 신공법 도입과 공기 단축과 비용절감을
이루어 제28차 IFAWPCA 서울 총회에서 토목부문 금
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국 건설 기술의 저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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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건축 사업
상업·공공 건물 |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박물관, 문화재 | 교육·연구·종교 시설
호텔, 스포츠, 레저
삼부토건의 건축 시공 기술은 초고층 빌딩은 물론이고 섬세하고 세심한
시공이 필요한 박물관 및 호텔 건축까지 넘나듭니다. 또한 뛰어난 완성
도로 국내외에서 두루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고품격 서비스 기술을

Architectural
Works

필요로 하는 특급 호텔 건설에서부터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행하는 박물관 건설 및 문화재 복원 사업,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감동을
전하는 주거 문화까지, 삼부토건이 지향하는 일등 건축은 기술과 고객이
만나는 꿈의 공간 실현입니다.

상업·공공 건물
삼부토건은 안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70년간 건설 전문가의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서울, 광주,
청주, 대구 등의 법원 및 검찰청사 신축, 국민은행 본점 신축 등 여러 공공 기관과 상업용 건축물 시공을 맡았습니다.
삼부토건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성실 시공 차원을 넘어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문화와 철학이 어우러진 새로운 건설 문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3

2

1 오만 한국대사관 (2014.6.~2016.5.)
오만 무스카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4

5

지상 2층, 연면적 1,974㎡, 철근콘크리트조

2 대전방송국(TJB) (2008.8.~2012.9.)
대전방송국 사옥. 지하 2층 지상 12층,
연면적 18,52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용인 동백 테마형 쇼핑몰 쥬네브 B,C 블록 (2005.4.~2006.11.)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2.12.~1995.9.)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0,569㎡,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5층 지상 10층, 연면적 78,51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4 국민은행 본점 (1969.12.~1972.9.)
지하 4층 지상 15층, 연건평 7,986평

5 대한극장 (2000.10.~2002.5.)
지하 1층 지상 8층(총객석수 2,469석), 연면적 8,688㎡,
철골철근콘크리트조

6 청주지방검찰청 (2005.5.~2008.5.)
공공 업무 시설. 지하 1층 지상10층, 연면적 26,444㎡,
철근콘크리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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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주택 시설은 국민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높여 주며, 국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건축물입니다. 삼부토건은 일찍이
1960년대 초부터 마포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 건설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주택 부문에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탁월한 설계, 친환경 마감재 및 자연친화적 조경과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입주자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최고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신개념 주거 문화 공간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1

1 오금동 삼부르네상스빌 (1996.8.~2002.12.)

3

4

주상복합. 지하 5층 지상 19층(54세대),
연면적 27,392m2 규모,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부산 LH 오션브릿지아파트 (2012.12.~2017.7.)
지하 4층 지상 47-48층(2개동 791세대),
연면적 110,993㎡, 철근콘크리트조

3 화성동탄 삼부르네상스 (2004.7.~2007.2.)
동탄신도시 내 한빛마을 삼부르네상스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7-28층(10개동 732세대).
연면적 104,304㎡, 철근콘크리트조

4 독산동 삼부르네상스 (2002.12.~2004.10.)
지하 5층 지상 15층(오피스텔 286세대),
연면적 21,067㎡, 철근콘크리트조

대전엑스포 컨벤션 복합센터 주상복합 (2005.10.~2008.12.)
주상복합, 지하 2층. 지상32-39층(2개동 235세대), 연면적 76,771m2, 철근콘크리트조

5 파주운정 삼부르네상스 (2007.12.~2010.6.)
파주운정 신도시 내 한울마을 7단지 삼부르네상스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30층(11개동 724세대),
연면적 127,579㎡, 철근콘크리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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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문화재
국가 중요 문화재의 복원·보수공사 및 유물을 보존하는 박물관 건립은 특히 섬세하고
정밀한 건축 기술이 요구됩니다. 이 때문에 삼부토건의 장인정신이 꽃을 피우는 문화공간
이기도 합니다. 후대에 전해질 소중한 문화유산을 삼부토건의 장인정신과 사명감으로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6

1 국립민속박물관 (1988.11.~1992.10.)
구 국립중앙박물관 개축.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778㎡, 철근콘크리트라멘조

2 서울 남산국악당 (2005.11.~2007.12.)
남산한옥마을 내 전통국악공연을 위해 전통 한식
목구조로 신축.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3,018㎡(객석 300석),
2009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3 네팔룸비니 불교박물관 (1987.10.~1989.4.)
박물관 2층, 도서관 2층, 연면적 6,328㎡, 철근콘크리트조

4 국립춘천박물관 (1995.12.~2002.4.)
박물관 전시 및 수장고 시설 신축.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0,117㎡, 철골철근콘크리트조

5 국립경주박물관 (1997.11.~2002.5.)
박물관 전시 및 수장고 시설 증축.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6,611㎡, 철근콘크리트라멘조

6 국립대구박물관 (2004.3.~2006.9.)
구 서울역사 원형복원 및 문화공간화 사업 (2009.7.~2011.8.)
구 서울역 내·외부 보수보강 및 원형 복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9,202m2 규모,
2012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박물관 수장고 및 사회교육관 신축.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905㎡, 철근콘크리트조

7 백제역사재현단지 (2001.6.~2010.12.)
백제 양식 전통 목조 건축물 142동 신축. 연면적 11,756㎡,
준공유공 금탑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SAMBU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38

39

7

Business Portfolio

교육·연구·종교 시설
삼부토건은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 현장과 연구 시설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국내의 수많은 교육 기관
시설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공과대학과 과학의 산실인 첨단 연구 시설까지, 삼부토건의 정성은 전 세계를
아우릅니다. 신과 인간이 만나는 성스러운 공간 창출에도 삼부토건만의 세심함은 빛납니다. 작은 사원과
교회 공간이 진리의 생명이 넘치는 믿음과 신뢰의 종교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삼부만의 기술로 천년을
간직할 만남의 장으로 승화시킵니다.

1

2

3

4

5

6

1 국립생물자원관 (2004.6.~2007.1.)
교육 연구 및 전시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7,72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삼양그룹 종합연구소 (1991.5.~1993.12.)
대덕연구단지 내 위치한 교육 연구 시설.
지하 2층 지상 4층(9개동), 연면적 19,341㎡,
철근콘크리트라멘조,
1993년 대한민국건축대상 입선

3 경향학원 경향교회 (1995.7.~1998.10.)
경향학원 학교 교회 및 체육관 증축
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16,758㎡, 철근콘크리트조

4 이화학당 (2005.2.~2006.6.)
이화여자대학교 내 복원된 이화역사관.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982㎡, 철근콘크리트조
및 한식목조

5 목동제자교회 (1995.12.~1998.4.)
종교 시설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445㎡,
철근콘크리트조

6 문화재종합병원 (2006.12.~2008.9.)

말레이시아 공과대학 (1981.11.~1987.3.)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바루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공과대학(UTM) 신축공사로 관리동(1동),
학사동(1동), 건축학부(7동), 측량학부(5동), 연면적 119,301m2 규모

문화재의 과학적 진단, 분석, 보존을 위한 연구시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842㎡, 철근콘크리트조

7 고려대 제2산학연구동 (2001.9.~2003.10.)
고려대학교 내 위치한 교육 연구 시설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18,178㎡, 철근콘크리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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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스포츠, 레저
삼부토건의 눈부신 기술력이 표출되는 또 하나의 분야가 호텔 건축입니다. 특급 호텔인 르네상스 서울호텔를 비롯하여
수많은 호텔을 시공했습니다. 개발부터 시작하여 리모델링까지, 삼부토건은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최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최고의 호텔 시공 전문가를 지향합니다. 또한 삼부토건은 삶의 여유를 즐기고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21세기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스포츠 공간, 레저 시설 등,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2

1

3

4

5

1 대전 인터시티호텔 (1995.12.~1999.6.)
유성관광특구 내 객실 220실 규모의 관광 숙박 시설
지하 6층 지상 16층, 연면적 26,278㎡,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제주 홍익호텔 (2012.8.~2013.8.)
제주 협재리에 위치한 관광 숙박 시설
지하1층 지상4층(총객실 96실), 연면적 8,830㎡,
철근콘크리트조

3 사천 타니C.C (2008.6~2010.12)
골프장 클럽하우스(1동) 및 부속시설(5동)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9,655㎡. 철근콘크리트조 및
한식목구조

4 제주 보광휘닉스아일랜드 (2006.8.~2008.7.)
제주 서귀포 섭지코지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
지하 2층, 지상 5층 콘도(322실), 및 빌라콘도(32동),
연면적 63,371㎡, 철근콘크리트조

5 사우디 킹파드스포츠시티 (1981.11.~1984.4.)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 한옥 호텔 (2013.9.~2015.6.)
국제도시 인천 송도를 대표하는 전통 한옥 호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518㎡, 철근콘크리트조 및 한식목조

축구장 및 400m 육상 레인(7레인). 스타디움(20,000석),
체육관(1500석), 각종 코트(수영장, 배구장, 테니스장,
핸드볼장, 농구장), 유스호스텔 등

6 경주 한옥 호텔 라궁 (2006.6.~2007.3.)
신라밀레니엄파크 내 전통 한옥 호텔(16채).
연면적 1,625m2 규모, 2007년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준공부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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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ortfolio
PART 03

Plant &
Environment
Works

플랜트 & 환경 사업
발전소 | 산업·환경 시설 | 전기, 통신 시설
폭넓은 경험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력, 양수, 수력 등
각종 발전소와 LNG 저장 시설, 집단에너지, 정수장, 송전선로 등
산업·환경 분야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완벽한 품질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적인 기술력이 필요한 EPC(설계·조달·시공) 공사
및 해외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에서
수행한 뉴봉 수력발전 프로젝트 건설공사는 해외에서도 삼부의
성실 시공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발전소
삼부토건은 영흥 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부천 복합화력발전소, 산청 양수발전소, 북제주 화력발전소 등 오래전부터
수력, 화력, 복합화력의 다양한 분야에서 삼부만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성실, 책임 시공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발전소 건설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6

1 서울 복합 1, 2호기 (2013.3.~2019.8. 예정)
세계 최초 도심지 지하 발전소와 지상공원을 함께 조성
하는 친환경 발전소. 발전 용량 800MW(400MW×2기),
열생산 설비 530Gcal/h(265Gcal/h×2기)

2 영흥 화력발전소 3, 4호기 (2003.12.~2009.3.)
초임계압 방식을 적용한 국내 최대 석탄발전소(870MW
x 2기)이면서 최첨단 고효율 환경 설비를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발전소

3 당진 소수력 (2008.3.~2009.12.)
설계, 기자재 공급, 시공을 모두 수행한 EPC공사로 벌브
형식의 소수력 발전소 건설공사. 발전용량은 5MW

4 뉴봉 수력발전 프로젝트 (2009.12.~2013.3.)
파키스탄에서 수행한 최초의 민자 수력발전소(EPC)
공사로 수차 형식은 벌브 타입.
발전용량 84MW(21MW×4기)

5 군산 화력발전소 (1976.9.~1980.3.)
가스터빈 4기와 스팀터빈 1기로 이루어진 복합화력
발전소. 발전용량 300MW

6 남제주 화력발전소 (1977.7.~1980.8.)
발전기 2기와 저유탱크 2기(7,600kL)로 이루어진
발전소. 발전용량 20MW

청평 수력 증설(4호기 신설공사) (2008.8.~2011.12.)
국내 단일 호기 최대용량인 60MW 1기를 증설하는 건설공사로 수차 형식은 카플란 방식,
수압 철관 길이는 61m

SAMBU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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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보령 1, 2호기 (2011.12.~2018.6.)
단위 호기 1,000MW 화력발전소 공사로 터빈 발전기
기초의 페데스탈(Pedestal) 콘크리트를 일체로 타설하여
국내 최초로 시공 조인트없이 수행.
발전 용량 2,000MW(1,000MW×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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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 시설
삼부토건은 일찍이 시멘트 공장, 제철 공장, 화학 공장, 석유 비축 기지, 송유관 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국내 유수의
산업 시설을 우수한 시공 품질로 완공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또 다른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는 열 생산 시설 건설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은 축척된 기술과 경험의 바탕 위에 성실한 자세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내외 산업 및
환경 시설 건설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1 고
 양삼송 집단에너지 시설 건설공사
(2008.9.~2011.11.)

1

2

3

4

5

6

전기와 열을 같이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전기 생산량 99MW, 열 생산량 98GCal/h

2 반
 월정수장 노후 시설 개량공사
(2005.11.~2008.11.)
탁도 및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정수 처리 기준을 달성
하고 수돗물 불신의 주요 원인인 맛·냄새 제어 대책을
마련하는 정수장 노후 시설 개량공사.
1일 정수용량 150,000㎥.

3 영남화학 (1972.5.~1974.3.)
1일 생산 용량 5,000㎥인 생산 시설 건설

4 쌍용 시멘트 공장 (1970.2.~1972.5.)
시멘트 생산 용량 100만톤인 산업 시설 건설.
생산 용량 : 1,000,000 Ton/년
배관 공사 : Φ5" - 24"/1,200Ton

 제군 동부하수종말처리 시설
5 북
(1997.12.~2006.12.)
연속 회분식 활성 슬러지 공법(SBR) 적용.
1일 처리 용량 12,000㎥

6 사우디 알코바 상하수도 처리 시설
(1978.6.~1986.3.)
활성 슬러지 처리 방식 적용.
1일 침전물 처리량 18만2,000톤

삼척생산기지 저장 탱크 및 부대설비공사(2013.1.~2017.6.)
27만㎘급 LNG 저장 탱크 3기(세계 최대 규모)와 부대설비를 건설한 공사로
친환경 연료 저장시설 건설

7 홍
 성군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009.12.~2013.12.)
하수관거(D80mm-D800mm) : L=100,865m
맨홀 펌프장(토목, 기계, 전기, 계장, 종합시운전포함) : 21EA
배수 설비 : 6,277가구

SAMBU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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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통신 시설
삼부토건은 국가 산업 설비인 송전선로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154KV부터 765KV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선로를 건설하여 전력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국내 최초 345KV 변전소인
신옥천변전소와 같은 변전 설비와 화력발전 설비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전력 공급 설비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1

2

1 신옥천변전소 (1974.9.~1976.12.)
345kV 신옥천변전소 준공으로 한국은 동양에서
일본과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초고압 변전소 시설을
보유. 이로써 신옥천변전소와 여수화력발전소를 잇는
신여수 송전선에 국내 최초로 345kV 송전을 개시함으
로써 우리나라도 초고압 시대를 맞이. 우리나라 전력
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크게 기여

 45kV 영흥화력 5,6 호기 접속 T/L
2 3
(2011.11.~2013.05.)
선로 길이2.143km, 철탑 8기(당사분 1.072km, 철탑 4기)
의 송전선로 공사로 영흥화력 5, 6호기 증설에 따른
접속 송전선로 건설이 목적

3

42

3 765kV 신태백 T/L (1996.2.~2000.6.)
선로 길이 31.507km, 철탑 68기(당사분 15.754km,
철탑34기)의 송전선로 공사. 울진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전력을 계통에 연결하여 안정된 전력 공급에
기여. 날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급증하는 수도권 및 강원도 일대의 수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건설

4 345kV 신김해-신녹산 T/L (2009.4.~2012.2.)

345kV 김해분기 T/L (1993.1.~1995.11.)
선로 길이19.039km, 철탑 52기(당사분 100%) 송전선

선로 길이 19.022km, 철탑 45기(당사분 100%)의 송전
선로. 녹산 국가산업단지 및 부산 신항만 등 신규 전력
수용 발생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위해 건설

5 765kV 신안성-신가평 T/L(2004.7.~2010.6.)
선로 길이 23.418km, 철탑 45기(당사분 11.709km,
철탑 23기)의 송전선로 공사. 765kV 계통의 안정성과
수도권 전력 확보의 안정화를 위해 건설

SAMBU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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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4

철강재 제작 공장
삼부토건이 건설한 군산 철강재 제작 공장은 교량 분야 1등급 인증,
한국선급(KR) 인증, 한국전력 발전 5개사에서 기자재 공급 유자격
인증을 받은 공장입니다. 또한 설비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2만 톤에 이르는 고품질 강교 생산과 조선 블록, 해양 및 항만 플

Steel
Structure Mill

랜트, 발전 플랜트, 풍력 구조물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 전문
공장입니다. 삼부토건은 국제 규격인 ISO 및 OHSAS 인증을 보유
함으로써 고객 지향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생산 관리, 품질 관리 및
안전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철강재 제작 공장
• 부지 면적 : 20,000평
• 생산 규모 : 20,000톤/년
• 생산 품목
교량 분야 : 육상 교량, 해상 교량, 특수 교량
해상 플랜트 : Jacket, Deck
조선 분야 : Block, Barge, 특수선 등
발전 분야 : Steel Structure, Penstock, 수문
해상 풍력 : Wind Tower, 하부 구조물

SAMBU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 보유 면허 및 인증서
철강재설치공사업(제6호)
철강구조물제작공장(교량 1등급)
한급선급 인증
한국전력 기자재 공급 자격(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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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인 도전정신으로
보다 나은 미래 건설을 향해 도약합니다

Present Condition of Business
58

60

공사실적 현황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

Status of Construction work

Overseas Subsidiaries,
Branches & Site Offices

공사실적 현황
Status of Construction work

항만
•인천항
•울릉도 저동항
•영일만 북방파제
•동해항 북방파제 보강
•진해 해군항 접안 시설
•소흑산도항
•여수항 동방파제
•제주도 화순항 방파제
•울릉도 사동항
•평택-당진항 고대지구 공용부두(제1공구)
•아산 해군항
•포항신항
•묵호항

댐
•안동댐
•남강다목적댐
•부항다목적댐
•사연제댐
•수어천댐
•화북다목적댐
•운문댐
•산청댐
•대곡댐
•네팔 쿨레카니댐

•광명로-광명역 간 도로
•대곡댐 이설도로
•모곡-발산도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제8공구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제1공구, 제8공구
•장성-담양간 고속도로 제3공구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제3공구
•장성복합화물터미널 진입도로
•남면-약목 도로
•도암-강진 도로
•인천공항철도 2단계 남북측 연결도로
•도계-초정 도로
•포항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일월-문덕)
•풍덕천-금곡IC도로
•천안시 국도대체 우회도로(배방-음봉)
•장흥-송추 도로
•안강-청령 도로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 제5공구
•소천-서면 도로 제1공구, 제2공구
•진주-마산간 고속도로 제2공구
•F1 경주장 진입도로
•길천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장흥-광양 간 고속도로 제5공구, 제8공구
•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 제7공구
•황산-해남 도로
•음성-생극 도로
•청암-시천 도로

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제주순환도로
•안강-포항 도로
•영동-동해 고속도로
•대전-통영 고속도로
•청하-강구 도로
•논산-상월 도로
•백제 큰길도로
•백제역사 재현단지 진입도로
•상림-해평 도로
•말레이시아 제2연방 고속도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페탈링자야도로
•네팔 바트칸다-실가디도로
•화천산업도로

지하철, 철도
•정선선(예미-정선)
•금정-사당 복선전철
•도시철도 1호선(제1-8공구)
•경부고속철도(제7-1공구)
•지하철 7호선(제7-4공구, 노원역)
•지하철 5호선(제5-18공구, 여의나루역)
•호남선(논산-강경)
•경전선(유수-다솔사)
•광주 도시철도 1호선(제1-5공구)
•북평-임항선
•대구선(동대구-영천)
•대전 도시철도 1호선(제1-11공구)
•전라선(신풍-여천)
•인천공항철도
•성남-여주 복선전철(제4공구)
•인천도시철도 2호선(제211공구)

SAMBU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교량
•양화대교
•형산강 신철교
•금남교
•백마강교
•율지교
•상하조도 연도교
•고령교
•섬진강교
•황산대교
•직탕교
•유강외팔교
•마포대교
•백제교
•여천-화양 연륙교(백야대교)
•낙동대교
•박진교
•저도 연육교
•네팔 바바이 교량
•법흥교
•수영 4호교
•청남대교
•볼리비아 파일라스 교량
•부여대교

터널
•함양터널(대전-통영 고속도로 제12공구)
•대전터널(경부고속도로 청원-증약 제2공구)
•삼신봉터널(청암-시천 도로)
•함안1터널(남해고속도로 내서-냉정 제1공구)
•호암1터널(신림-안양 도로)
•여의도 하저터널(지하철 5호선 제5-18공구)
•금화터널
•유강터널
(국도7호선 유강외팔교 4차선 이설)
•쌍굴터널(지하철 3호선)
•능동터널(산외-상북 도로)
•일본 마에바라터널
•장흥터널(장흥-송추 도로)
•진주 1터널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 제2공구)
•파키스탄 로와리터널
•서독터널(광명로-광명역간 도로)
•용두터널
(천안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배방-음봉))

상업·공공 건물
•국민은행 본점
•광주법원, 광주검찰청
•서울법원 청사
•지방행정회관
•광화문우체국 청사
•청주지방법원 청사
•강릉 문화방송 사옥
•한국의료보험관리공단
•명동 선샤인 빌딩
•소공동 지하 상가
•검찰종합청사
•역삼동 삼부빌딩
•여의도쇼핑센터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수단 AAAID(아랍 농업투자개발공사)
본부 빌딩
•대전 삼부프라자
•해피아이 본사(하이트 진로 본사)
•말레이시아 MBF FINANCE 사옥
•네팔 트리부반 국제공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대한극장
•올림픽기념관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
•한국사회복지회관(마포르네상스타워)
•안양우편집중국 청사
•용인동백 쥬네브 쇼핑몰
•청주지방검찰청
•TJB 대전방송 사옥
•오만 한국대사관

아파트

•의정부 신곡 삼부아파트
•대전 둔산동 누리아파트
•성남 수진동 삼부아파트
•대전 관저동 삼부아파트
•대전 태평동 삼부아파트
•인천 부개동 삼부아파트
•신탄진 덕암마을 삼부아파트
•대전 노은지구 삼부아파트
•용인 동백지구 코아루아파트
•아산 권곡동 삼부르네상스
•평택 포승 삼부르네상스
•화성 동탄 삼부르네상스
•하남 풍산 삼부르네상스
•파주 운정 삼부르네상스
•당진화력 직원사택
•한국동서발전 본사 직원사택
•경북혁신 Ab8BL 아파트
•부산 LH 오션브릿지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오금동 주상복합 삼부르네상스빌
•성남신흥 주상복합 삼부르네상스파크1, 2
•대전스마트시티 5단지 주상복합
•마포 삼부골든타워
•분당 야탑 삼부르네상스
•분당 금곡동 천사의도시1, 2
•수원 인계동 삼부르네상스
•등촌동 삼부르네상스한강
•양평동 삼부르네상스한강
•천안 신부동 삼부르네상스
•독산동 삼부르네상스플러스
•가리봉동 삼부르네상스
•대전 스마트시티리버뷰

박물관 및 문화재

•여의도 시범 삼부아파트
•개포 주공아파트
•대전 용운동 주공아파트
•목동 삼부아파트
•인천 만수동 주공아파트
•군포 산본 삼부아파트
•분당 삼부아파트
•일산 삼부아파트
•돈암동 재개발 삼부아파트
•행당동 재개발 삼부아파트
•삼성동 재건축 삼부아파트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연립주택
•말레이시아 터프뷰아파트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개축
•국립민속박물관 개축
•통도사 성보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증축
•독립문 이전복원
•경복궁 흥례문 권역 복원 정비
•운현궁 양관 보수
•중림동 약현성당 보수
•정동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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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광통교 복원
•북한산성 복원 정비
•서울성곽 복원 정비
•경교장 원형 복원
•서울흥인지문 보수
•서울남산국악당
•백제역사재현촌 재현
•구 서울역사 원형 복원 및
문화 공간화 사업

교육 및 연구 시설
•해군사관학교 교사 및 부대시설
•공군사관학교 교사 및 부대시설
•무학여자고등학교 강당
•서울공업고등학교 본관 및 교사
•배명중고등학교 교사
•전북대학교 교사
•진해중학교 교사
•국민대학교 산업대학
•건국대학교 교양학부 및 기숙사
•삼양그룹 종합연구소
•삼양 제넥스
•말레이시아 공과대학(UTM)
•파키스탄 만세라국립대학
•경향학원 경향관
•솔개초등학교 교사 및 부대시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당
•경문대학교 숭례관
•고려대학교 제2산학연구동
•국립생물자원관
•문화재종합병원
•우주센터 2단계 사업

종교 시설
•목동제자교회
•서울서문교회
•말레이시아 공과대학(UTM) 모스크
•경향교회
•회룡사 약사전
•대구동화사 사찰음식체험관

호텔
•르네상스 서울호텔
•해운대 그랜드호텔
•경주 콩코드호텔
•증평파크 관광호텔
•청평 한록리조트호텔

•설악 유스호스텔
•안산 마리코호텔
•경주 교육문화회관(더케이호텔)
•유성 스파피아호텔(인터시티호텔)
•경주 한옥호텔 라궁
•홍익제주호텔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한옥호텔

스포츠 및 레저 시설
•서울시립체육관
•부평해변 컨트리클럽
•장충체육관
•대전 삼부스포렉스
•장애인 종합체육관
•제주 보광휘닉스아일랜드
•사천 타니 컨트리클럽
•포천 베어크리크 골프클럽
•사우디 킹파드스포츠시티
•신라밀레니엄파크

리모델링
•르네상스 서울호텔 객실 개보수
•산본역 쇼핑센터 대수선
•경주 콩코드호텔 객실 개보수

발전소
•영남화력
•안동 다목적댐
•군산 복합화력
•부천 열병합
•북제주화력 2, 3호기
•산청양수 1, 2호기
•영흥화력 3, 4호기
•당진소수력
•청평수력 4호기
•파키스탄 New Bong Escape
Hydro-Electronic Power Complex
•영흥화력 5, 6호기
•신보령화력 1, 2호기
•서울화력 1, 2호기
•제주 남부 화력 발전소

•서산-천안 송유관
•구미-동대구 송유관
•용인 열생산시설
•고양삼송 집단에너지
•삼척LNG생산기지 10-12

환경 시설
•대전하수처리장
•여수 정수장
•이천 상수도
•가창 정수장
•논산하수처리장
•두류 정수장
•울산광역 상수도
•반월 정수장
•북제주 하수처리장
•서천 하수관거
•홍성 하수관거
•제천 하수관거
•제주 하수관거
•대청댐 광역상수도

송전선로 및 변전소
•345kV 신옥천변전소
•345kV 신광주-신강진 T/L
•345kV 김해분기 T/L
•154kV 목포-대불 T/L
•154kV 신김해-삼정 T/L
•765kV 신태백 T/L(제2공구)
•154kV 금촌-문산 T/L
•154kV 해남-진도 T/L
•345kV 태안-신서산 T/L(제2공구)
•765kV 신안성-신가평 T/L(제3공구)
•345kV 신김해-신녹산 T/L
•345kV 영흥화력 5, 6호기 접속분기 T/L

전기공사
•화성태안대로 1-2, 1-3호선 개설
전기공사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 간 전철
전력설비 신설공사

산업 시설
•쌍용시멘트 동해공장
•포항제철 열연공장
•울산 제3정유공장
•영남화학 공장

Present Condition of Business

공사지명원

Global Network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
Overseas Subsidiaries, Branches & Site Offices

귀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Sambu(Pakistan) (Pvt.) Ltd.
ADD

House No. 58, Street No. 3, G-15/1,

당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제1호로서 그간의 다양한

Khayaban-e-Kashmir, Islamabad, Pakistan 44000
TEL

92-51-230-8467

FAX

92-51-230-8466

건설공사를 수행하여 수 많은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Pakistan Lowari Site Office
ADD

금번 귀

Nirgah 17km, Upper Dir,

가 발주하는 공사에 성심·성의껏 참여하고자

DIR Khyber Pukhtoon Khwa, Pakistan
TEL

92-944-850-001(~4)

관련자료를 제출하오니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akistan Golen Gol Hydropower Site Office
ADD

20

WAPDA Colony Koghuzi, 21km from Chitral,
Kyber PukhtoonKhwa, Pakistan, GPO Box #18

TEL

92-94-347-7030(~6)

Oman Branch

SAMBU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DD

P.O. Box 1959, Azaiba, Postal Code 130, Sultanate of Oman

TEL

968-2449-1476

FAX

968-2449-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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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CREATIVE CHALLENGE
TOWARD A BETTER FUTURE!
창조적인 새 얼굴로
미래를 여는 빛이 되겠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용솟음치는 21세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삼부토건의 장인정신입니다.

SAMBU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www.sambu.co.kr

(0452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
Tel. 02)3706-2114 Fax. 02)756-3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