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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업부문

01. 국내사업 

1. Intro : 한미글로벌 역사가 국내 CM의 역사

CM은 계약적 측면에서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사업의 관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즉, 계약에 의해

서 발주자의 전반적인 또는 부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Agent) 및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이다. 건설사업관리자(Construction Manager)는 최신의 건설공법, 시장분석, 원가관리, 공정관리 등 여

러 가지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건설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건설사업의 종합관리자로서

의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CM은 전통적인 설계 시공의 공사방법과 비교하여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사관리

로서 사업초기부터 관여하여 공기단축, 원가절감, 품질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설에 관여하는 여러 주체들 

중에서 발주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CM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는 1990년대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기할 목적으로 1996년 8월 건설산업기본

법을 제정하고 건설사업관리(CM)제도를 도입하였다. CM의 도입과 같은 시기에 창립한 한미글로벌은 CM을 국

내에 최초로 접목하여 지난 20년 동안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CM이 활성화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즉, 한미글

로벌의 20년 역사가 국내 CM의 발전 역사라 할 수 있다.

한미글로벌의 CM은 민간 건축분야에서부터 시작했다. 1996년 삼성생명 노블카운티 실버타운 수주를 시작으

로 도곡동 시너지 파크, 외국계 대형할인점(까르푸, 테스코 등), 타워팰리스, 삼성동 I-Park 등에 CM이 적용되

어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이후 20년 동안 한미글로벌은 민간 건축분야에서 업무, 초고층, 문화집회, 대형 상업

시설은 물론이고 최첨단 산업인 반도체 제조시설, Data Center 등 전 분야에 걸쳐 한미글로벌 CM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주자 사업의 성공에 기여하여 왔다. 

공공부문에서도 한미글로벌 CM의 우수성은 탁월하게 나타났다. 1998년 국내 최초로 공공건설사업 CM으로 

발주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수주하여 월드컵 개최일정에 따른 공기 준수, FIFA의 품질기준 확보 등의 난제

를 훌륭히 해결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함으로써 한미글로벌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01

년 1월 舊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에 관련 세칙들이 규정됨에 따라 공공건설사업에서 CM이 적극적으로 도

입되기 시작했다. 이후 발주되는 공공사업에서 국립 과천과학관(2004년), 상암동 IT센터(2004년), 알펜시아 조

성사업(2005년), LH 공사 Leading-Up Project(2007년), 성남시청사(2007년), 국립생태원(2009년), 제주항공

우주박물관(2009년), 농촌진흥청 이전사업(2010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0년), 남극 장보고기지(2010년). 

부산국제여객터미널(2011년), 국방대학교 이전사업(2012년), 인천국제여객터미널(2013년) 등의 대형국책사업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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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립부터 한미파슨스 시절 국내사업 (1996~2010)

가. 개요

199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사회는 실패와 좌절, 극복 그리고 다시 위기의 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1994

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가 한국사회의 실패와 좌절을 예고하는 사고였다면 1998년 IMF 외

환위기는 그 결과였다. IMF 위기로 인해 국내의 많은 산업들은 재편이 불가피했고 정부에서는 IT 산업 장려 정

책이나 대기업 간의 사업 교환 및 통폐합으로 경제 재건을 도모했다. 2000년 12월 정부의 “IMF 위기에서 완전

히 벗어 낫다”는 공식 발표 후에도 그 후유증은 여전했다. 

IMF 위기로 건설투자는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1998년에는 부실채권 정리비용과 세수감소로 정부예

산이 당초 계획보다 훨씬 축소되어 그동안 건설투자를 주도했던 사회간접자본 중심의 토목건설이 크게 위축되

었고 특히, 대형 국책사업의 축소 혹은 부분적인 연기는 불가피했다. 2000년부터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외국

투자가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해 민간건설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주거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어 고급상품인 고층주상복합건물을 중심으로 건설되기 시작했고 공공부분에서도 축소, 연

기되었던 사업들이 하나둘씩 재정비되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시 한 번 위축되었다. 의욕적으로 시

작한 많은 PF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사라졌다. 공공에서 4대강, 혁신도시 등으로 건설 경기 부양책을 펼쳤지만 

일시적이었고 민간 기업들은 투자를 축소하여 건설경기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한미글로벌은 창업하지 마자 

닥친 IMF위기, 글로벌 경제 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공격적인 도전정신으로 이 시기를 이겨

내어 국내 CM 1위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나. 민간 건축 사업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인 CM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 1996년 창업한 한미글로벌은 CM의 개념을 발주자에

게 알려가며 사업을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CM 서비스를 중점 홍보하여 품질을 우선시하

는 발주자들에게 특화된 서비스(QIT 등)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삼성생명 노블카운티 실버타운 CM을 시작으로 

한미글로벌의 CM/PM 서비스는 삼성 도곡동 시너지파크(1997년), 까르푸와 CM용역 포괄계약(1998년), 도곡동 

타워팰리스 1&2(1999년), 삼성동 현대 I-Park(1999년) 등을 수주하여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

는 큰 바탕이 되었다. 2000년부터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에 CM이 적용되어 한미글로벌의 도약의 기틀을 마

련하였다.

CM에 대한 개념 확산 및 성공사례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민간 발주자들은 법적 감리와는 차별화된 한미글

로벌의 CM을 찾기 시작했다. 용역비보다는 한미글로벌이 제공하는 가치를 찾는 국내 발주자가 많아지기 시작

한 것이다. 또한 CM서비스에 익숙한 외국투자자들은 국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한미글로벌을 찾기

도 했다.

업무시설은 대기업 사옥을 중심으로 CM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삼성전자 정보통신연구소, 을지로 SK-T 

Tower, 팬텍 R&D센터,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등에 CM이 적용되어 고품질의 사옥을 원하는 발주자의 요구

를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 고품질의 건물을 완성하였다. 그 외 을지로 삼화인쇄사옥, 동국제강 사옥(Ferrum 

Tower)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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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도곡동 시너지 파크로 시작된 한미글로벌의 초고층 CM사업은 1999년 타워팰리스 1&2 수주와 함께 본

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삼성동 I-Park, 잠실 갤러리아 팰리스, 분당 파크뷰 등을 연이어 수주함으로써 초

고층 CM의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되었다. 이후 부산 센텀파크, 해운대 아델리스, 자양동 스타시티, 부산 센텀시

티, 오륙도 SK View 등에 참여하여 초고층 사업을 시행하는 발주자와 함께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50

층 이상 초고층 건설관리 경험이 부족한 대형 건설사들이 한미글로벌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고 판단해 먼저 찾아오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였다.

판매 및 상업시설은 초고층과 더불어 한미글로벌이 강점을 가진 분야다. 특히 대형할인점의 경우 수많은 실

적과 함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2000년부터 외국 유통업체들이 국내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시간과 품질과

의 싸움인 할인점 건설사업에서 철저한 건설관리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유능한 CM사가 필요했다. 영국의 테스

코, 프랑스의 까르푸 등의 유통업체와 할인점 CM에 대한 포괄계약(여러 개 할인점에 대한 통합 CM계약)을 맺

고 CM서비스를 제공했다. 한미글로벌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홈플러스(테스코) 41개, 까르푸 14개, 

이마트 5개 등 대형 할인점에 CM서비스를 제공했다. 대형 할인점 외에도 신세계 본점 및 죽전점, 용인 쥬네브 

쇼핑몰, 센텀시티 신세계 UEC, 영등포 타임스퀘어, GS 스퀘어 안양점, 신도림 디큐브시티, 성남 알파돔시티, 과

천화훼종합센터(기획 및 설계단계), 등을 수주하여 고품격 판매시설에도 한미글로벌의 CM이 적용되었다.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CM이 적용되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서울 하얏트 호텔, 부산 

노보텔 앰베서더 호텔 등에 CM이 적용되었고 ‘05년에는 광화문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교보생명 본사 리모

델링(기획에서 시공단계까지)을 수주함으로써 리모델링 시장에서도 한미글로벌 CM의 탁월함을 알리게 되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건축시설에 CM이 적용되었다. 교육문화시설(삼성생명 휴먼센터, 에스원 연수원 등), 종교시

설(광현교회 교육관, 태안성당등), 공장시설(BAT 사천공장, 가산동 아파트형 공장 등) 등에 한미글로벌의 CM이 

적용되어 발주자의 사업 성공에 기여했다. 특히 BAT 사천공장의 경우 부지선정부터 시공관리까지 참여해 

Project Management의 Best Practices를 보여주었다. 

다. 공공 건축 사업

정부는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96년 8월 건설산업기본법을 제정하고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 CM)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CM에 대한 선언적 의미

의 조항만 들어가 있어 구체적인 관련 법 조항이나 세칙이 미 정비된 상태였으며, 이에 공공 건설사업에서는 

CM제도 도입이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왔다. 1998년 서울 월드컵 주경기장 CM용역 발주 및 성공적인 업무 수

행 결과를 계기로 공공 건설사업에서 CM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舊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에 관련 세칙들이 규정됨에 따라 공공 건설사업에서 CM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한미글로벌은 국내 최초 공공 CM발주사업인 서울 월드컵 주경기장 사업을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공공사업에 

CM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하였다. 이후 발주되는 공공사업에서 국립 과천과학관(2004년), 알펜시아 조성사업

(2004년), 광진구민체육센터(2004년), DMC 누리꿈 스퀘어(2005년), KOTRA 창업지원연구센터(2005년) 등을 

연이어 수주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도 CM 강자로서 면모를 나타내었다. 

공공부분에서 CM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정부와 지자체 사업으로는 성남시청사(2007년), 과천종

합화훼단지(2008년), 국립생태원(2009년), 제주항공우주박물관(2009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2010년), 남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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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기지(2010년),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2010년) 등을 수주해 CM업무를 수행했다. 공공·민간 PF사업으로

는 판교 알파돔시티(2008년), 안산문화복합돔구장(2009년) 등을 수주해 업무를 수행했으나 알파돔시티는 규모

가 축소되었고 안산문화복합돔구장은 업무 수행중 PF가 무산되어 중단되었다.

기타 공공기관 프로젝트로는 기업은행 충주종합연수원, LH공사의 Leading-Up Program 등에서 CM업무를 

수행했다. 

국립과천과학관 광진구민체육센터 DMC 누리꿈 스퀘어 창업지원연구센터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판교 알파돔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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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글로벌 시절 이후 국내사업 (2011~)

가. 개요

2000년대부터는 한 나라의 위기가 단순히 그 나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리스 국가 부도 사태, 2011년 리비아 사태, 2015

년부터 시작된 중국경제 위기설 등은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2008년 

120조에서 2013년에는 91조로 하락했으며 건설업체간 출혈경쟁으로 수익성은 더욱더 악화되기 시작했다. 정부

에서 추진한 혁신도시 이전사업(2007~2015), 4대강 정비사업(2008~2012) 등은 일시적인 개선의 효과만 보였

을 뿐이다.

2010년 이후 국내 CM시장은 공공분야에서 CM 발주량이 늘어나자 기존 감리업체들이 공공 및 민간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경쟁업체가 많아지다 보니 공공시장에서는 기술 변별력을 통한 평가방식이 아닌 운찰제 형

식으로, 민간시장에서는 가격경쟁으로 입찰이 이루어졌다. 

한미글로벌은 이러한 경제여건과 경쟁상황이 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SOC/인프라 등의 신성장사업과 

책임형 CM, 개발사업 등 다각화 전략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기존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

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핵심 고객중심의 영업 및 운영 전략, 차별화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경쟁업체와 차별성

을 꾀하였다. 

나. 민간 건축 사업

2010년 이후 부터는 수많은 업체들이 CM시장에 진입하다보니 민간 발주자들이 CM과 감리와의 차이점을 인

식하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기술력 보다는 용역비 위주로 CM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

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한미글로벌의 국내 영업이 잠시 위축되기도 했지만 핵심고객에 집중하는 전략과 발

주자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운영 시스템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미글로벌은 가격경쟁보다는 

차별화된 가치 서비스로 국내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업무시설에서는 발주자 사옥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KT 광화문 사옥, 연합뉴스 사옥 재건축, 카카

오 스페이스닷투(舊 다음 제주사옥), 분당 NHN 타운, NHN 판교 신사옥, 하나은행 본점, LG 사이언스파크, 하

나금융 드림타운 등의 프로젝트가 있으며 그 중 카카오 스페이스닷투는 2015년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하였

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 분양 사업 침체 및 기업들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초고층 프로젝트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중 2007년에 수주한 두산 위브더제니스와 해운대 I-Park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되

어 각각 2011년, 2012년 준공되었다. 1990년대부터 롯데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한 높이 555미터의 롯데월드타워

가 2009년 건축허가를 통과함에 따라 한미글로벌은 국내외 초고층 건축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주에 

성공하여 2010년부터 2016년 12월 준공까지 초고층 CM서비스를 수행 중에 있다. 2014년 이후부터 투자심리가 

회복되어 초고층 프로젝트들이 다시 시작되었고 현재 부산 용호만 복합시설(69층), 해운대 엘시티 프로젝트(101

층)에서 CM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판매시설에서는 현대백화점 청주점, 하남유니온 스퀘어 등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국내 대형할인점은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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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포화상태가 되어 2013년 홈플러스 세종점 CM을 마지막으로 신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지 않다.

2011년부터 한미글로벌이 수행한 민간 부문 프로젝트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양성과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 외국계 자본이 투자하는 리조트 시설인 리조트월드제주(舊 신화역사공원리조트)와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시설, 최첨단 시설인 데이터센터(신한금융, 하나금융 등), 의료시설(용인동백 

세브란스병원, 연세 암센터 등), 축산물가공시설(부경축산물유통센터), 대형 복합 물류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

축물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 가고 있다. 2016년부터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시장 진입도 이루어져 4월 한미약품 

바이오플랜트 제2공장 CM을 수주하였다. 한미글로벌은 앞으로도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CM업체로서 국내 

민간 발주자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다. 공공 건축 사업

2000년 후반부터는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기관과 PF사업에서도 CM을 적용하면서 발주 물량

이 많아졌다. 특히 2010년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건설조직을 갖추지 못한 공공기관들이 

CM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만큼 업체 간 수주 경쟁도 치열해졌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에서는 농촌진흥청 이전사업(2010년), 국방대학교 이전사업(2012년)을 비롯하여 한국

산업단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농촌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감정원, 한국소비자원 이전 사업을 수

행했다. 기타 공공기관 프로젝트로는 부산항만공사의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인천항만공사의 인천국제여객터미널 

건립사업의 CM업무를 수행했다.

농촌진흥청 이전사업 농촌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산국제여객터미널

2014년 5월 정부는 건설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법령을 전

면 개정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세부 내용들이 법 제정의 취지와는 반대로 기존의 책임감

리를 명칭만 “발주자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로 변경하고 세부 규정들은 기존의 책임감리업무를 그대로 적용함

으로써 CM이 기존 책임감리로 하향 평준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조달청의 입찰제도 역시 기술력에 대

한 평가보다는 운찰제 형식(기술평가 등급간 격차 최소화, 상·중·하 그룹별 기술점수 등)으로 변모되어 버렸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만 통용되는 제도가 되어 버린 것이다. 뒤

늦게 현황을 파악한 국토교통부는 2015년 연구용역 및 CM제도 개선 TF활동, 시범발주 등을 개선점을 찾기 위

한 시도들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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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별 주요 프로젝트

가. 업무시설

업무시설은 크게 자사건물과 임대건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자사건물은 독특한 외관 디자

인과 고품질의 내부공간을 추구하는 반면, 임대 업무시설은 임대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우

선시 한다. 대부분의 업무시설이 도심지에 건설되며 기업의 위상을 상징하기 위한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추구하

는 경향이 강해 외관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따라서 외관 Curtain Wall의 디자인, 시험, 자재

검수 및 설치 등에 수반되는 관리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한미글로벌은 창사 이후 해당 분야에 다양하고 깊이 

있는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다양한 업무시설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의 사옥으로는 을지로 SK T-Tower, 팬텍 R&D센터,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 연구소(R3, R4, R5), 

현대자동차 양재동사옥,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사옥 리모델링, NHN 분당 사옥, 안철수 연구소 분당사옥, 을지

로 삼화인쇄 사옥, 동국제강 사옥, KT 광화문 사옥, 연합뉴스 사옥 재건축, 제주 카카오 스페이스닷투, 하나은행 

본점 등 국내 대기업들의 사옥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각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고품질 건축물을 탄생시켰다.

을지로 SK-T Tower (2004) 제주 카카오 스페이스닷투 (2011) 동국제강 사옥-페럼타워 (2013)

한국소비자원 신청사 (2014) 중구 센터원 (2010) 종로 그랑서울 (2013)

공공기관의 청사로는 성남시청사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이전사업들 중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농촌경제연구원, KDI, 한국감정원, 한국소비자원 등의 이전사업에서 CM을 수행해 공공부문에서도 한미글로벌 

CM우수성을 입증하였다.

도심지 재개발을 통한 임대 업무시설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복잡한 도심지에서의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했으며 

VE를 통한 원가절감과 공기단축을 통해 발주자의 이익을 극대화하였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중구 센터원(舊 
글로스타), 여의도 S-Trenue, 명동 제3지구 업무시설, 종로 그랑서울(청진 12~16지구), 공평지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있다. 



제1장. 사업부문
01. 국내사업

사업부문-8

▼ 삼성전자 수원 정보통신연구소(R4)

프로젝트명 삼성전자 수원 정보통신 연구소 (2005)

발주자 삼성전자(주)

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용도 업무 및 연구 시설

연면적 214,909㎡

규모 지하5층, 지상37층

용역내용 CM + CS

수원 삼성전자 정보통신연구소는 세계적인 R&D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형 하이테크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최첨단 연구 및 지원시설을 자랑한다. 연면적 약 65,000평, 지상37층이며 RC코아 및 CFT 기둥 구조로 2003년 

9월에 착수, 2005년 8월에 준공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미디어의 연구기능들을 통합하고 관련 개발인력을 집결함으로써 

각종 연구와 실험, 안전규격시험, 국제인증서 취득까지 한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R&D 체제를 구축하

였다. 또한 국제 규격에 준하는 특수실험실은 7,000여평 규모로 인력과 장비면에서 최고수준을 자랑한다. 한미

글로벌은 이 프로젝트에 CM으로 참여하여 기획단계부터 설계관리, 시공관리, 원가관리 및 준공 후 사후관리 

및 공사비 정산업무까지 총괄하여 수행했다.

수행과정을 살펴보면 Fast Track 기법으로 설계관리를 진행하여 현장 설계변경에 대응하였으며, 설계검토를 

통하여 VE, 공법개선, 인테리어 개념 설정 및 원가절감을 추진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고 설계품질 향상을 

이룩하였다. 또한 사용자인 연구원들의 요구사항을 설계·시공에 반영하여 각종 특수설비 사양(Specification)을 

정리하고 건축주 요구사항(Owner’s Requirements)작성, 공간 배치도(Space Layout) 작성으로 발주자의 편의

를 도모하였다.

한미글로벌은 효과적인 설계관리, VE를 통한 원가절감, 공기단축을 통한 지속적인 원가상승 억제노력으로 약 

15%의 원가절감과 20%의 공기단축을 이룩하였다. 이로써 단일 건물로는 최대 규모인 연면적 65,000평의 이 

프로젝트는 최단공기인 24.5개월 만에 완공되었다.

▼ KT 광화문 빌딩 East

프로젝트명 KT 광화문 빌딩 East (2015)

발주자 KT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20-2

용도 업무시설

연면적 51,801㎡

규모 지하6층, 지상25층

용역내용 CM + CS

KT 광화문 빌딩 East는 광화문, 경복궁 및 옛 육조가 인접한 자리였던 청진지구에 위치하며 도시환경정비사

업을 통해 도심지 고층업무시설을 만들어낸 사례이다.



한미글로벌 20년사

제2부 한미글로벌의 오늘

사업부문-9

건축 설계는 렌조 피아노(Renzo Piano)와 삼우설계가 약 2년 간 수행하였으며, 시공은 GS 건설이 2011년 9

월 착수하여 2015년 1월에 준공하였다. 렌조 피아노(Renzo Piano)는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 센터, 뉴욕 타임스 

사옥, 일본 간사이공항 여객터미널 등 많은 작품을 설계한 이탈리아 출신의 건축가다. 한미글로벌은 설계단계부

터 시공단계까지 CM업무를 수행하였다

KT 광화문 빌딩 East는 도심지의 하이테크 건축물로 지상 25층(높이 110m), 연면적 15,000평 규모이며 지

상1층은 약 12m 높이의 필로티(Piloti) 구조로 공개공지 및 개방형 오픈 스페이스인 어번가든(Urban Garden)

을 구성하여 외관이 마치 떠있는 듯한 투명한 크리스탈 이미지(Crystal Image)를 보여주고 있다. 

업무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투명성은 커튼월로 반영되었고, 국내 최초의 이중외피시스템(Compact Double 

Skin)구조로 저철분 유리를 적용하여 차지하는 공간면적을 최소화하면서도 단열성능을 높였다. 커튼월 내부에

는 옥외 일사조건을 감지 후 각도를 조절하는 자동 블라인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LEED 

Gold등급(미국)을 획득하여 도심지 고층 업무시설 중 친환경 건축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되고 있다.

KT 광화문 빌딩 East는 해외에서 설계가 진행되어 설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설계·시공 병행 진행 방법인 

Fast Track을 적용하였다. 발주처의 사업예산과 목표공사비 준수를 위하여 설계단계별로 공사비를 나누어 목표

공사비에 대한 추적관리 및 피드백을 실시하였고, 실시설계 진행 중임에도 코어 관련한 세미탑다운(Semi 

Top-down) 부분굴착공사를 Fast Track으로 우선 수행하여 공사기간 단축과 간접 공사비 절감을 이루어 냈다.

나. 초고층 시설

마천루(skyscraper)는 현대 문명의 아이콘이며 동시에 현대 첨단 건축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국내도 

1990년대 후반부터 주상복합을 필두로 초고층 건축의 저변이 넓어지기 시작했다. 초고층 건물 프로젝트는 규모

의 장대함으로 인하여 기획단계부터 설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공사기간도 통상 3~4년 정도가 

소요되며, 공사비 또한 여타 건축물에 비해 천문학적인 숫자를 요구한다. 이러한 대형프로젝트에서 공사 품질을 

확보하며 적절한 일정관리 및 사업비 관리를 하려면 기존방식을 넘어선 탁월한 사업관리가 필요했다. 이러한 

시장의 새로운 요구에 대해 한미글로벌은 준비된 기업으로서 성실히 부응했다.

개요

한미글로벌은 창사이래 50층을 넘어서는 2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건설사업관리자로 참여해 왔다. 다수 초

고층 프로젝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많은 기술 자료를 축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고층을 직접 

경험한 전문가들도 상당수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최초의 초고층 프로젝트 경험은 1996년 도곡동 시너지파크 CM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발주자가 계획단계에

서 사업을 포기하고, 동일 부지에 타워팰리스를 추진하여 한미 기술진은 타워팰리스 사업계획 초기부터 함께 

참여하여 당시 국내 최고 건물인 타워 팰리스 3차를 포함한 1~3차 단지의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CM업무를 

수행하였다. 1999년에는 분당 코오롱 트리폴리스 CM을 수주하여 오피스텔 3개동에서 종합적인 CM 업무를 수

행하였다. Core 선행공법, 철근 선조립 공법을 도입·적용하며 초고층 프로젝트 실적과 함께 지식을 축적하고 

다른 프로젝트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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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하반기부터 초고층 건축 붐이 일어 삼성동 I-Park, 잠실 갤러리아팰리스, 분당 파크뷰 등의 프로젝

트가 연이어 시작되었다. 초고층 수행경험 회사가 거의 없던 시절이라 한미글로벌은 별다른 견제 없이 자연스

럽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후 부산 온천장 SK View, 센텀파크, 해운대 아델리스, 센텀스타, 센트럴

스타, 벽산 아스타, 오륙도 SK View 등의 부산지역 초고층 주상복합과 건대 스타시티, 정자동 스타파크, 분당 

타워팰리스, 분당 로얄팰리스하우스빌, 문래동 벽산 매가트리움 등의 서울과 분당의 복합건축물과 인천 송도지

역에 센트럴파크(1,2), 더 샆 퍼스트월드 등의 초고층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2010년 이후, 부산지역은 더욱 고층화된 해운대 I’PARK(72층), 해운대 위브더제니스(80층)가 출현하였으며, 

그 동안 서울의 용산, 상암동, 뚝섬과 인천송도 및 청라지구, 부산에서 거론되던 100층 이상의 초고층계획은 마

침내 잠실 롯데월드타워(2010)로 현실화 되었고 한미글로벌도 건설사업관리자로 참여하여 2016년까지 123층, 

555m의 국내 최고층 건물을 완료하는 역사를 펼칠 것이다. 이상에서처럼 한미글로벌은 20년 남짓의 국내 초

고층 건축 저변 확대의 산증인이며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진 건설사업관리 회사라고 할 수 있다.

시기별 대표 초고층 프로젝트

▼ 도곡동 타워팰리스 I, II, III (1999~2003)

타워팰리스는 인허가, 분양, 착공, 입주 등 전 과정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상징적 프로젝트였다. 한미

글로벌은 국내 유수 프로젝트와 해외 초고층 건축 CM을 직접 수행한 경험자를 총괄단장으로 선임하고 경험 

많은 외국인 기술자를 초기부터 투입하여 품질, 안전,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였고 분야별로도 최고의 전문가들

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요 CM업무는 설계검토와 VE를 통한 공법검토 및 원가절감, 설계자와 시공자 및 각 공종 담당자 등 공사

관련자 Coordination, 사후 교정을 지양하는 예방위주의 품질관리, 무재해의 쾌적한 현장을 위한 안전관리, 자

원의 적기 투입으로 원가절감을 유도하는 공정관리였다. 특히 초고층에서 가장 중요한 Core Wall의 품질, 안

전, 공기 등을 고려한 최적의 거푸집 시스템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에 협력하였으며 해외

설계 및 엔지니어링 회사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였다. 타워팰리스는 건축 기술적인 면에서 

건설산업의 한 획을 긋는 프로젝트로서 우리나라의 초고층 역사를 한 단계 진일보 시킨 이정표라 할 수 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Ⅰ 

발 주 자 : 삼성전자(주)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연 면 적 : 450,600㎡ 

규    모 : 지하 5층, 지상 66층 

용역내용 : CM 

도곡동 타워팰리스 Ⅱ 

발 주 자 : 삼성중공업, 삼성카드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연 면 적 : 299,746㎡ 

규    모 : 지하 6층, 지상 55층 

용역내용 : CM 

도곡동 타워팰리스 Ⅲ 

발 주 자 : 삼성생명보험(주)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연 면 적 : 223,538m² 

규    모 : 지하 6층, 지상 69층 

용역내용 :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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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양동 the# 스타시티 (2003~2006)

자양동 the# 스타시티는 58층에서 35층까지 4개동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하는 서울 강북의 초대형 프로젝트

이다. 포스코로부터 설계 시공을 포함한 프로젝트 전반의 CM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였다. 시공 전단계의 설계

검토에서는 약 15억원, 시공단계에서는 83억원 VE성과를 거두었다. 

Fast Track 방식으로 추진된 시공단계에서는 건축구조와 설비, 전기설계 도면검토, 건축기술 공법검토, 품질

관리용역, 공정관리용역 외 품질관리 모니터링 업무를 추가하였다. 특히, 현장 Mock Up과 Trend Up 세대를 

구성하여 공사 진행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여 품질에 대한 기준과 미비한 사례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

였다. 공정관리에서는 Fast Track에 따른 설계일정 관리로 사전설계의 단계별 완성도를 제고하였고, 시공전 단

계에서 발생하는 Long Lead Item에 대한 발주 및 계약을 집중 관리하였다. 아울러 업체계약과 장비 선정에 

대한 일정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총 6,300개의 액티비티(Activity)를 동별로 구성하여 공정관리 프로그램인 프리

마베라(Primavera)를 활용하여 주간(골조) 혹은 월간(마감) 단위로 공기 지연요인을 분석하고 중점공정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여 공기를 성공적으로 단축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감리를 제외한 초고층 기술 CM의 성공적인 수

행모델로서 학계 및 건설관련 회사들의 견학코스가 되어 회사의 명성은 물론 CM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

가 되었다.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발주자 : 포스코건설㈜ 

대지위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연면적 : 418,417㎡ 

규모 : 지하 3층, 지상 35~58층 

용역내용 : CM + CS

화성 동탄 복합단지 (메타폴리스) 

발주자 : 메타폴리스㈜ 

대지위치 : 경기 화성시 동탄면

연면적 : 666,323㎡ 

규모 : 지하 4층, 지상 19~66층 

용역내용 : CM + CS

해운대 위브더 제니스 

발주자 : 두산건설 

대지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연면적 : 572,534㎡ 

규모 : 지하 5층, 지상 80층~70층

용역내용 : CM + CS

▼ 화성동탄 복합단지 (Metapolis, 2005~2009)

화성동탄 복합단지는 화성동탄 신도시 복합단지 부지 내에 공공·민간합동형 PF 사업구조로 건설되는 프로젝

트이다. 주거, 업무, 판매, 숙박 등 기본기능 외에 교육,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춘 자족형 도심을 

형성하는 대규모 복합단지로 66층 주상복합 4개동, 56층, 36층 오피스 2개동, 복합쇼핑몰로 조성되었다. 

한미글로벌은 Project Management, 설계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발주 및 구매관리를 포괄하여 

CM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메타폴리스 프로젝트의 CM 주관사로서 분야별 전문가와 전문분야 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발주자가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리더쉽을 발휘하여 완벽한 설계관

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공동수급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업무분장 기준을 수립하고 인터페이스를 조정하였다. 

아울러 PMIS 구축을 지원하여 CM업무 수행의 절차 및 방안수립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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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 위브더 제니스 (Busan Haeundae We’ve the Zenith, 2007~2011)

발주자 두산건설이 해운대 우동에 건립한 이 프로젝트는 Destefano & Partners (해외사)와 간삼건축, 부산

건축, 이웨스가 설계에 참여했다. 높이 300m(80층) 연면적 약 17만3천평의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은 공사기간 

49개월로 2007년 12월 공사 착수하여 2011년 12월 완공되었다. 한미글로벌은 설계 및 시공단계의 프로젝트 전

반에서 설계검토, 공정관리, 기술검토, VE 및 원가관리 등 CM용역을 수행하였다. 초고층 주거건축물 위상에 부

합하는 건축설계 및 디자인 적용이 특징이며, 지상 70~80층 주거용 3개동과 지상 9층의 판매 및 업무  시설

용 1개동으로 전체 4개동, 전체 세대수는 1,788세대로 구성된 프로젝트이다.

단지계획의 특징으로는 초고층 건축계획으로 단지 안에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모든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 친자연적인 주거단지를 계획함으로써 입주자 및 인근 지역의 보행자에게도 공원 같은 주거단지를 조

성하였다. 건축설계는 Destefano & Partners, 구조설계는 Thornton Tomasetti, MEP 설계는 WWA, 조경설

계는 SWA, 업무 및 판매시설동은 Jerde 등 세계적으로 우수한 설계조직이 참여했으며, 최고급 초고층 주거건

축물의 위상에 부합하는 디자인 및 선진 건축기술의 모든 설계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프로젝트로서 우리나라 

주거건축물의 주거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당 프로젝트는 두산건설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시공기술과 한미글로벌이 집적해 온 초고층 건설 사업관리 

기술이 결합된 사례로서, 초고층 요소기술에 대한 Consulting을 수반하여 최고의 초고층 주거 건축물 탄생을 

이끌어 낸 의미있는 경험이었다.

▼ 2016년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롯데월드타워 (2010-2016)

발주자 : 롯데물산(주) 

위  치 :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 

연면적 : 726,524㎡ 

규  모 : 지하 6층, 지상123층 

용역내용 : CM + CS 

부산 용호만 복합시설 (2011-2017)

발주자 : 아이에스동서(주) 

위  치 : 부산 남구 용호만 매립지

연면적 : 489,800㎡ 

규  모 : 지하 6층, 지상 69층 

용역내용 : CM 

해운대 LCT 개발사업 (2015-2018)

발주자 : 포스코건설(주) 

위  치 :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연면적 : 661,138㎡ 

규  모 : 지상 80층, 101층 

용역내용 : CM 

국내 초고층은 우리 손으로 

부산 용호만 복합시설  CM단 정찬엽 단장

부산 용호만 프로젝트는 지상 69층 4개동으로 연면적 14만 7천평 규모이며, 동시 주차대수 4,000 개

소가 넘는 대형복합시설이다. 설계는 A.S.A(프)+기안건축이며 우리는 CM으로서 기획단계, 설계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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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공사단계(골조공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 일정관리, 설계 및 인허가관리, 원가관리, 시공사 업

무지원, 공정관리, 리스크 관리, 해외/국내설계사 업무관리, 전문분야업체 관리, 사업비 절감방안 검토 업

무, VE 검토(기본 및 실시설계단계), 분쟁 예방 및 조정 등 클레임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 프로젝트는 주변 주택단지와의 조화로운 개발 및 연계성을 고려한 복합시설로, 광안리 바닷가와 

광안대로를 조망하는 초고층 주거시설과 저층부의 스트리트 몰 형태의 대규모 복합쇼핑, 지하 대형할인

매장, 영화관 및 문화센터 등의 대규모 복합시설로서 2018년 준공 이후 지역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할 프

로젝트로 예상이 된다. 

 발주처인 아이에스동서㈜는 10년 전 해운대 수영만 매립지 내 아델리스 프로젝트(47F)의 CM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당시의 시행사로서 우리의 역량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다. 당시 프로젝트 참여자 

및 부산지역 초고층 프로젝트 수행단장이 발주처 임원진 및 CEO에게 Pre-Con단계 중요성과 최근 초고

층 프로젝트 경향 및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프로젝트 수행능력과 우리가 참여해야 성공적인 프로젝트

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고, 마침내 CM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부산지역 초고층 프로젝트 CM단

장들의 수주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계약 전부터 기술제안 및 실무협의를 지원한 전략적 행보를 통해 

발주처의 신뢰를 얻어낸 쾌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당 프로젝트는 2011년 부산시 국제현상공모로 해외설계사를 선정, 국내설계사와 협업으로 2012년 4월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와 함께 설계 및 인허가가 진행되었다. 우리는 2011년 10월 프로젝트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해외 및 국내설계 관리, 원가관리 업무 등을 27개월간 수행하였고, 착공이후 공사단

계는 36개월간 시공관리 등 총 63개월 동안 CM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CM투입 당시 설계는 Concept Design만 진행되어 있는 상태로 국제현상 디자인 공모평가, 교통영향

평가,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인허가와 설계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일정 단축이 요구되었다. 이에 CM

단과 발주처는 적기에 의사결정이 되도록 통합설계회의를 추진키로 하여 20여 개의 설계사 및 컨설팅사

를 상대로 매주 2회씩 4~5시간에 걸친 끝장 회의를 주관하여 설계 대안제시, 유사프로젝트 사례조사, 

원가분석, 시공성 검토를 하고 성과물을 도출하여 발주처 의사결정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CM단의 초고

층 경험과 회사 내 KM 자료 및 실적 Data Base를 활용한 결과물을 공유하고 사업진행을 추진하여 사

업지연 요소를 극복하였다. 특히  발주처, 설계사, 컨설팅사의 초고층 프로젝트 경험부족이라는 제약요인

을 당사가 보유한 경험과 프로젝트 정보수집 활동을 통하여 완벽히 해결했다는 것이 성과라 할 수 있다.

초기 Pre-Con단계 12개월 동안 통합설계회의 66회, 기술검토 130건, 심화회의 97회 등으로 설계 및 

구조, 시공부분 품질향상 달성과 VE를 실시하여 공사금액 10%에 상당하는 약 600억원을 절감하였다. 

이는 수요자를 위한 분양가 인하와 사업주의 분양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발주처, CM단, 설계사의 단합된 노력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소통은 발주처 요구사항

을 반영한 양질의 설계결과물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초고층 프로젝트 수행경험이 적은 발주처 팀장급과 

팀원소통에도 주안점을 두어 미래 CM 시장 창출 확보라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현재 세상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당사와 경쟁하고 있는 CM사들의 업무수행 역량은 대동소

이한 서비스의 질과 양으로 우리와 승부하고 있다.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서비스의 본질은 질과 양

이 전부가 아니며, 고객과 소통하는 감성에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주어진 기간 내에 

대규모 복합시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객과의 동기화를 이루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

고 고객의 입장에서 그들이 부족한 것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한다면 그것이 고객만족의 지름길이

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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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매 및 상업시설

판매/상업시설은 가능한 단기간 내에 매장공사를 완료하여 조속히 개장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고객의 관심사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품질관리가 매우 중

요한 시설물이다. 또한 시공 도중 수많은 설계변경이 수반되는데, 특히 매장 MD 레이아웃 변경은 준공에 임박

해서까지도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따라서 판매상업시설의 건설사업관리자는 돌발상황에 대한 적절한 설계변경 

역량과 이에 대비한 공기단축 노하우를 보유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글로벌은 판매/상업시설에 대한 다

수의 경험과 실적을 보유한 회사라 할 수 있다.

한미글로벌은 국내 최대 할인매장인 이마트와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의 대형할인점 프로젝트와 신세계백화점 

본점, 죽전점과 쥬네브쇼핑몰 등 대규모 상업시설의 CM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집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대형할인점 공사를 직접 총괄하는 책임형CM(CM at Risk)까지 영역을 넓혔다.

홈플러스 잠실점 (2007) 이마트 시화점 (2013) 코스트코 용인공세점 (2015)

신세계백화점 죽전점 (2007) 용인 동백 쥬네브 쇼핑몰 (2007) 신도림 디큐브시티 (2010)

▼ 테스코(現 홈플러스) 영통점

프로젝트명 테스코 (現 홈플러스) 영통점 (2001)

발주자 테스코 (現 홈플러스)

위치 경기도 수원 팔달구 영통동

용도 대형 할인 판매시설

연면적 53,630㎡

규모 지하2층, 지상6층

용역내용 CM

영국 최대의 슈퍼마켓, 슈퍼센터 유통업체인 테스코와 함께 한미글로벌은 영통점을 시작으로 춘천점까지 초



한미글로벌 20년사

제2부 한미글로벌의 오늘

사업부문-15

기 총 9개의 테스코 프로젝트를 CM으로 수행하고 사명이 홈플러스(주)로 바뀐 이후 도합 70여개 홈플러스 매

장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공사에 관여했다. 이 중에는 건설사업관리 뿐만 아니라 직접 한미글로벌이 공사를 

책임지는 책임형CM(잠실점, 논산점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한미글로벌은 원가절감과 공기단축을 달성하고자 단계별 접근법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할인점 프로젝

트의 각 분야(원가, 공정, VE 등)에 대한 전문적 시공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시공전 단계부터 투입하여, 

사업참여사 간 업무분장 및 책임한계설정, 의사소통 창구의 단일화, 초기 설계단계의 효과적인 설계 관리 및 일

정 조정, 효율적인 입찰관리 등으로 원가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였다.

시공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설계변경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 등을 통하여 CM수행목표를 달성하였다. 특히 설

계관리를 수행하면서 설계 패키지를 위한 기술축적을 이룸으로써 향후 이를 활용하여 유사 프로젝트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발주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CM적용 사례이며, 이후 한미글로벌

이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CM용역을 수주하는데 기반을 조성한 프로젝트로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 영등포 타임스퀘어 (舊 경방 K-Project)

프로젝트명 영등포 타임스퀘어 (2009)

발주자 ㈜경방

위치 서울시 영등포4가 411-10

용도 대형 복합 판매시설

연면적 340,895㎡

규모 지하5층, 지상20층

용역내용 CM + CS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백화점, 할인점, 호텔(15층), 멀티플렉스(2,700석), 웨딩홀, 서점, 패션몰, 오피스 2개동

(각각 16, 20층) 등 상업·업무·문화·레저가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형 엔터테인먼트 문화공간일 뿐만 아니라, 국

내 최초의 ‘Hybrid Mall’ 개념을 표방하며 유사 쇼핑몰이나 복합 단지와 차별화를 꾀한 프로젝트이다. 타임스

퀘어는 건축면적 약 8,000평, 지상20층, 연면적 10만 3천평으로 주차대수가 1,774대인 대형 복합건축물로서, 

‘07년 6월부터 ’09년 6월 완공까지 CM+CS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당 프로젝트는 대규모 복합건물의 다양한 요

구조건과 특히 쇼핑몰에 있어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여야 하는 특성상 Fast Track 기법이 도입되었다. 

한미글로벌은 프로젝트 초기 투입 시부터 발주자, CM, 설계사, 시공사 간의 업무책임 및 결정권한을 설정하

여 각 참여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업무의 중복, 누락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복잡한 의사결정 및 다양

한 이해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정하여 발주자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전체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

록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는 조정자(Coordinator)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각각의 매장이 개별 임대계약으로 진행되어 한미글로벌은 신세계 명품점, 이마트, 

교보문고, ZARA 등 200여 개의 테넌트(Tenant)들과 900여 회가 넘는 건축,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된 업무협

의를 통하여 완성도 높은 매장구성이 되도록 하였다. MD 확정이 지연되고,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도 원활한 

대처로 재시공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개점 후 MD 변경에도 대처가 원활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이는 한미

글로벌의 다양한 상업시설 CM 수행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였기에 가능한 결과라 하겠다. 또한 Fast-Track에 의

한 설계변경과 발주자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공정별 설계단계 VE를 통

하여 143억을 절감하였다. 2009년 9월 개점 이후 1년 만에 약 1조 1000억의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상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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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매우 성공적인 쇼핑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스타필드 하남 (舊 하남 유니온 스퀘어)

프로젝트명 스타필드 하남 (2016)

발주자 ㈜하남유니온스퀘어

위치 경기도 하남시 신창동

용도 대형 복합 판매시설

연면적 440,426㎡

규모 지하5층, 지상3층

용역내용 CM + CS

하남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한 하남현안지구단지에 위치한 스타필드 하남(Starfield Hanam)은 신

세계와 미국의 유통회사인 Taubman과의 합작으로 교외형 복합쇼핑시설을 국내 최초로 시작하게 되었다, 

지하5층, 지상3층, 연면적 약13만 9천평 규모이며 주차대수 수용이 5,000대가 넘는 판매, 문화.집회시설 등 

복합계획으로 구상된 이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는 영국 Benoy社가 수행했고 며 정림 건축이 국내 실시설계를 

담당하였다. 한미글로벌은 이에 대응하여 Fast Track 방식의 설계와 시공단계 CM+CS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Fast Track 방식을 적용하여 예상 공사기간 36개월을 3개월 단축한 33개월에 준공하는 목표

를 설정하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016년 9월 연면적 약 14만평의 대형 복합쇼핑시설인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건립될 시 국내 최초의 대규모 교외형 복합쇼핑시설에서 차별화된 건설사업관리 성과가 

될 것이다.

▼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프로젝트명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진행중)

발주자 주식회사 알파돔시티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용도 대형 복합 판매시설

연면적 1,216,000㎡ (사업초기 규모)

규모 지하6층, 지상15층

용역내용 CM + CS

알파돔 프로젝트는 성남 판교 택지개발 사업구역에 LH, 행정공제회, 롯데 컨소시엄이 주관하는 민관 복합 PF

사업이다. 전체 연면적 약 36만 8천평 규모로 주거복합 2개블럭과 중심상업 6개블럭에 각각 주상복합아파트(약 

10만 4천평, 1,502세대) 및 판매, 오피스, 호텔 등(약 26만 3천평)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로 주차대수만 4천대가 

넘는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사업이다.

한미글로벌은 해안건축, KCM과 컨소시엄으로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CM+CS(주거제외) 업무를 수행했다. 경

부고속도로와 서울 외곽순환도로에 연결되고 신분당선과 성남-여주선이 교차하는 교통중심지의 축으로 대규모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집약적이고 획기적인 디자인의 필요성은 6개 블럭 대지를 하나의 돔으로 지붕을 씌우

는 형태로 탄생되었고, 도시계획차원에서 지상 및 지하를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개발하는 야심 찬 계획으로, 국

내외적으로도 보기 드문 기념비적인 시설물이 탄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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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CM업무 착수와 함께 본격적으로 설계진행이 이뤄지고, 주거부분 우선 개발이 무난히 진행되었

지만 악화되어가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PF사업의 수지를 어렵게 만들었고 돔과 연결브리지라는 도시계획 차원

의 개발계획은 공공부지의 점유라는 현실에 묶여 상업성을  떨어뜨리며 사업현실을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중

심상업지역은 PF 자금의 어려움으로 2013년 6월에 중단되었다, 이후 대규모 상권 형성을 위한 의미 있는 돔은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 취소되었으며, 현대백화점이 PF 참여사로 등장하면서 사업이 회복되었다. 

한미글로벌은 2015년 5월부터 6-3블록과 6-4블록에 각각 약 3만평 규모의 복합시설과 지하 공공 보행통로 

시공단계에 참여하여 CM 업무를 재수행하고 있다.

라. 교육 및 연구시설

연수원, 교육시설, 연구시설 등의 시설은 일반 업무시설이나 주택과 다른 설계 컨셉과 시공 형태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생산성보다 공간 이용자의 창의성 발휘에 기여하고, 이동 동선의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미글로벌은 교육·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다수의 건설사업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이 CM을 수행한 대기업 연수원은 기업은행 충주연수원, 홈플러스 아카데미(무의도), 한국금융연수

원 리모델링, 에스원 천안연수원, 삼성생명 전주연수소 증축, 동부생명 화성연수원 리모델링, 신한은행 진천연수

원(진행중), 하나금융 드림타운(진행중) 등이 있다. 

연구시설로는 농촌진흥청 5개 기관, 송도 BRC, LG 사이언스파크, 남극 장보고기지, 대웅제약 OCR센터, 용인 

삼성탈레스, 춘천 NHN 캠퍼스, 우면동 삼성전자 연구소, 삼성테크윈(現 한화테크윈), 팬텍, 포스코글로벌, 솔브

레인, 오송 샘표,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의왕 제일모직, 삼성 SDI, SK C&C 등이 있다. 

송도 BRC 연구소 (2012) 춘천 NHN 지식정보 캠퍼스(2012) 생명의 숲 어린이집 종로 (2013)

남극 장보고기지 (2014) 삼성전자 우면동 R&D 센터(2015) LG 사이언스파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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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시설로는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충남 삼성고등학교, KAIST 김병호 IT센터, KAIST 기초과학동, 삼육

대학교 제3과학관 및 종합행정관, 성균관대 의과대학,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춘천 제2캠퍼스 등이 있으며 종로·성

남 분당·인천 연수 지역의 생명의 숲 어린이집과 삼성전자 디지털 어린이집, 제주 카카오 어린이집 등이 있다.

▼ 기업은행 종합연수원

기업은행 종합연수원은 충주호와 주변의 경사지형에 순응하며 Learning+Eco, Culture, Living 개념을 적용

한 선진 연수원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생태체험을 설

계하였고 발생오수를 전량 재활용하는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대규모 행사 및 1,000명 수용, 교육이 가능

한 용도로 가변형 컨벤션 홀이 구성되었다. 

프로젝트명 기업은행 종합연수원 (2011)

발주자 기업은행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화암리

용도 교육 연수시설

연면적 51,884㎡

규모 지하3층, 지상5층

용역내용 CM + CS

한미글로벌은 충주호 수질 보호를 위해 100% 무방류 시스템 적용이라는 인허가관청 및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실시설계 단계 에서 설계사와 CM단 및 발주처와 공동으로 무방류 하수처리(MBR) 및 상수

화 (R/O)처리의 성공적인 운영을 구현하기 위한 Pilot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물수지 분석을 통한 발생상수의 

조경용수, 친수용수, 관개용수 이용과 잡용수, 청소수, 화장실 대, 소변기용 등의 중수사용 가능량 분석을 현실

성 있게 수행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제한된 건설환경 여건 속에서도 주기적으로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 CM단이 참여하는 분야별 소그룹 회의와 

정기, 임시공사회의를 실시하여 공기지연 및 품질저하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공사관리를 통하여 적기에 종합연

수원을 준공시키는 의지와 수행능력을 보여주었으며, 고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CM단의 Leadership 및 조정능

력을 통해 발주자와 상호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었다.

▼ 농촌진흥청 이전사업

프로젝트명 농촌진흥청 이전사업 (2015)

발주자 농촌진흥청

위치 전북 전주 완주 혁신도시 내

용도 업무시설 / 연구시설

연면적 305,416㎡

규모 5개 기관, 총사업비 8,929억원

용역내용 CM + CS

농촌진흥청 이전사업은 농촌진흥청 5개 기관(농촌진흥청 본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

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이 전주 혁신도시내 사업부지(6,024,564㎡)로 이전하는 Program Management 

Project이다. 공공기관 이전사업 중 최대 규모사업으로 공사비만 8,929억이 소요되는 메가 프로젝트로 세계 최

고 수준의 농업연구시설을 조성하는 이전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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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도로(51.7km), 교량(21개, 766m), 지하차도(6개, 880m)를 건설하는 토목사업과 연구재배를 위한 시

험포장을 조성하는 농업 토목사업, 건물 141개 동을 건설하는 건축사업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의 체계

적인 관리를 위해 설계 기준을 만들어 5개 공구에 공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품질의 시설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특수실험시설인 독성평가 사육관리동, 방사능 동위원소실험실, 인공기상연구동 

등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설 견학, 특수설비 전문가, 연구원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을 조성하였다.

한미글로벌은 Design-Bid-Build, Turn-key 등 다양한 발주방식이 적용된 5개 공구의 통합관리에 심혈을 기

울여 2015년 농촌진흥청 본청을 포함한 5개 기관이 수원에서 전주로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었다. 

마.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시설로는 2000년 초 MBC가 주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기적의 도서관 6개(순천, 제천, 진해, 

청주, 제주, 서귀포) 프로젝트의 CM을 수행하였고 단성사, 명륜극장 재건축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국립 과천과

학관,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관, 제주 항공우주 박물관 외에 대규모 생태관람시설인 국립 생태원, 국립낙동강 생

물자원관,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객주문학 관광테마타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을 쌓았다.

송도 국제컨벤션센터 (2008) 국립 생태원 (2013) 제주항공우주박물관 (2014)

집회시설로는 송도지역의 국제컨벤션센터, 송도아트센터, 인천세계도시 EXPO 기념관, U-City 홍보체험관 및 

환승센터 등이 있으며 기타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문화콘텐츠 컴플렉스 및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등 문화집

회시설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 국립과천과학관

프로젝트명 국립과천과학관 (2008)

발주자 과학기술부

위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706

용도 문화 집회 시설

연면적 45,925㎡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용역내용 CM

국립과천과학관은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프로젝트이며 대지면적 약 5만평에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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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4,600평의 규모의 과학 교육을 위한 문화집회시설이다 한미글로벌은 턴키사업자 선정, 입찰안내서 작성단

계부터 참여하여 일괄 사업자선정, 설계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 시공관리에 이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과학관, 천체관, 천체관측소 및 문화광장이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는 2006년 4월에서 

공사 착수하여 2008년 8월에 준공하였고, 연간 수많은 관람객이 찾는 과학교육의 명소가 되었다. 국립 과천과

학관의 7만 4,000평 부지는 과학기술부, 경기도가 분할 소유하고 있고, 부지 내부로 광역상수도, 한전 송전선

로, 농수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관통하고 있었다. 과학관 부지매입이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완료되지 않아 도시계

획 결정이 지연되는 복잡한 프로젝트였지만, 세심한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총 공사비에 대한 발주자와 사업자간 

이견에 대한 클레임 관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었다.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프로젝트명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3)

발주자 국립현대미술관

위치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165번지 

용도 문화 집회 시설

연면적 38,605㎡

규모 지하2층, 지상3층

용역내용 CM + CS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연면적 약1만5천 평으로 전시(약2,200평)·수장공간(약1,000평)에서 국내 최대 규모

를 자랑하는 현대적 미술관이며, 2012년 12월 완공된 후 2013년 11월 개관하여 2015년 말까지 약 2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열린 개념의 미술관은 전면 열린마당에서 시작되어 안마당개념인 종친부 마당, 전시장 내부의 전시마당, 경

복궁 조망터인 경복궁마당, 아카이브, 카페전면의 도서관마당 등 총 6개 마당과 화이트 큐브박스 전시장인 서울

박스를 중심으로 6개의 전시실과 전시마당을 중심으로 한 실험적 전시장인 2개의 전시실과 멀티프로젝트 홀, 

영화관, 아카이브를 두고 있다. 

다양한 전시가 가능토록 각 전시실의 규모가 다르며 모든 전시장의 설비는 바닥에서 급기되고 천정에서 배기

하며 배관을 벽에 감춰 심플한 천정공간을 구성하였고, 전시장1,2의 천창은 자연 빛을 산란시켜 최적의 빛을 도

입하기 위한 외곽루버, 암막스크린, Punching Metal 천정재로 구성된 국제적인 미술관 천창시스템을 적용하였

다. 

한미글로벌은 2010년부터 CM업무에 착수해 2010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113개 업체 중 5개 업체를 선정

한 후 지명초청방식의 디자인 공모로 군도형 미술관(안)인 mpART 컨소시엄을 설계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실시

설계 기술제안방식을 통해 GS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2011년 12월 공사착수, 2012년 12월에 준공

하였다. 

바. 주거시설

30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는 1990년대 말부터 40~70층에 이르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주류가 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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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고층 주상복합건물들이 건축되었다. 구조시스템은 콘크리트 공사가 철골공사 대비 경제적이고 공기에서도 

철골보다 뒤지지 않기에 철골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의 고층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는 주거부분으로 이어져 더욱  많은 실적을 만들어 냈다.

부산지역의 오륙도 SK View, 센텀파크, 해운대 아델리스, 센텀스타, 벽산 아스타, 오륙도 SK View, 해운대 

I’PARK, 해운대 위브더 제니스 등과 서울의 자양동 스타시티, 벽산 매가트리움, 타워팰리스, 로얄팰리스 하우스

빌, 분당지역의 정자동 스타파크, 화성동탄 신도시에 메타폴리스 등이 있다. 

이러한 고층 주거 외에도 한미글로벌은 자체 브랜드명 ‘마에스트로’라는 도심형 생활주택을 역삼역, 서울대, 

신논현역, 이대역 인근에 직접 시공하였으며, 이는 한미글로벌의 시공능력, 품질관리기술, 공기단축 노하우 등을 

대외에 보여준 쾌거라 할 수 있다.

정자동 더 샵 스타파크 (2006) 온천동 벽산 아스타 아파트 (2006) 부산 센텀파크 (2007)

부산 오륙도 SK VIEW (2007) 해운대 I’ PARK (2010) 서울대 마에스트로 (2012)

사. 숙박 및 휴양시설

 숙박시설은 크게 도심형 호텔과 휴양지형 호텔로 구분할 수 있다. 한미글로벌이 수행한 도심 고품격 호텔로

는 여의도 메리어트(파크 스위트) 호텔, 동대문 JW 메리어트 호텔, 영등포 코트야드 메리어트, 디큐브 시티의 

쉐라톤 서울 호텔, 해운대 파크 하얏트 부산, 마포 스탠포드호텔 코리아, 홀리데이 인 인천 등이 있으며 초고층

인 롯데월드타워 76~101층에 세계 최고 수준인 6성급 롯데호텔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도심지 호텔 리모

델링 프로젝트에 참여해 리트 칼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서울 팔레스,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의 객실, 

연회장 등의 리모델링 실적을 가지고 있다. 

휴양지형 호텔로는 강원랜드 호텔, 홀리데이 인 알펜시아, 인터콘티넨탈 호텔 알펜시아, 홀리데이 인 & 스위

트 콘도 알펜시아 등의 고품격 휴양 숙박시설을 구성하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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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메리어트 호텔 쉐라톤 서울 호텔(디큐브 시티) 인터콘티넨탈 호텔 알펜시아

 휴양시설로는 노블카운티 실버타운, 대관령 알펜시아 리조트, 청평 오토캠핑장, 동국제강 골프장, 이천 마이

다스 골프&리조트, 경남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골프장, 송도중앙공원, 천안리조트 워터파크, 동강리조트 

조성사업,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 레이크우드 CC클럽하우스, 필로스CC 시니어타운 증축공사, 최근에 수행 중인 

리조트월드 제주 등이 있다. 

노블카운티 실버타운 (1999) 송도 중앙공원 (2009) 천안리조트 워터파크 (2010)

알펜시아 리조트 (2012)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2013) 리조트월드 제주 (2014~)

▼ 강원랜드 호텔

프로젝트명 강원랜드 호텔 (2004)

발주자 강원랜드(주)

위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용도 숙박, 휴양 시설

연면적 115,098㎡

규모 477실

용역내용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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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는 지상 23층, 연면적 약 34,000평 규모로 카지노호텔(546실), 테마파크, 콘도미니엄(102실), 숙

소(1,024실)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글로벌은 설계관리 및 공사내역을 검토하는 설계단계 CM용역을 수행하였다. 

당시 국내에는 대규모 카지노에 대한 설계자료가 없어 카지노 설계실적이 있는 외국인 기술자를 투입, 프로

젝트 초기계획과 설계방향을 전반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카지노의 기본시스템

을 검토하였고 설계진행 과정의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설계검토, 시방서 작성, Coordination 및 설계

일정관리, 설계내역 작성관리를 수행하였다. 당 프로젝트 경험은 한미글로벌에게 호텔 및 카지노에 대한 기술 

축적으로 작용하여 향후 유사 프로젝트 수행의 밑거름이 되었다.

▼ 동대문 JW 메리어트 호텔

프로젝트명 동대문 JW 메리어트 호텔 (2014)

발주자 ㈜ 동승

위치 서울시 종로구 종로 6가

용도 숙박시설

연면적 41,730㎡

규모 170실

용역내용 CM + CS

사업부지 인근의 흥인지문의 역사성 및 상징성을 반영하면서 청계천을 어우르는 위엄을 갖춘 특급호텔 브랜

드인 JW 메리어트 호텔 건립하는 사업이었다. 서울 4대문 안 도심지에서 트럭 12,500대분의 토사 반출과 암 

발파로 지하 약 34m까지 깊이의 터파기를 수행해야하는 어려운 프로젝트였다. 시험 발파시 민원인 및 관계기

관을 초빙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 진동 제어발파를 시현하고, 실시간 진동계측기를 설치하여 24시

간 철야작업 및 휴일작업으로 발파공사를 진행하였다. 약 10개월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하철역 및 문화재에 

이상없이 터파기 공사를 마쳤다.

호텔 객실부 및 공용부 인테리어를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사인 Wilson Associates에서 시행하였으나 국

내 실정에 맞게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했다. 국내 인테리어 설계사와 현장 내 합동설계실을 마련하고 

발주자, CM단이 설계품질향상 및 도면 출도 일정관리를 추진하여 잦은 설계변경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사품질 및 기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마지막까지 발주자, CM, 설계 및 시공사가 협업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성

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

아. 스포츠 시설

한미글로벌은 국가적 사업인 상암동 2002 월드컵 주경기장 CM용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성과를 바탕으로 광

진구민체육센터 및 청소년 수련관 CM,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알펜시아 프로젝트에 연이어 참여하여 CM

업무를 수행하였다. 민간분야에서는 현대캐피탈 천안 배구장, 인천중구 BMW 드라이브 트레이닝 센터 CM용역 

등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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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월드컵 경기장 (2001) 광진구민 체육센터 (2006) 현대캐피탈 천안배구장 (2013)

▼  2002 월드컵 주경기장

프로젝트명 상암 월드컵 주 경기장 (2001)

발주자 서울특별시

위치 서울시 마포구 상암지구

용도 스포츠 시설

연면적 126,843㎡

규모 지하1층, 지상6층

용역내용 CM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은 지상6층, 연면적 4만 7천평으로 관람객 64,756석을 수용할 수 있는 축구 전용구장으

로서, 1998년 10월 공사착수, 2001년 12월에 준공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30개월만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공

동개최국인 일본보다 나은 경기장을 지어야 했고, 국제축구연맹(FIFA)의 까다로운 기준 준수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공공공사로는 국내최초로 CM방식 발주를 결정하

였다.

한미글로벌은 기본설계 평가 단계부터 투입되어 통합 설계실을 운영하여 발주자의 의사결정시간을 단축하고, 

공기지연이나 추가비용 발생을 방지하였다. 최적의 설계도서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Clark社와 Parsons社를 활

용하였고 지붕막 공사는 호주의 Bond James로 부터 자문을 받아 리스크를 줄여나갔다. 기술력이나 공기측면에

서 매우 중요한 공종은 집중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모니터링 하였고, 목표공기 준수를 위해 종합적인 공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결과적으로 계획공기를 4개월 단축하며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경기장을 건설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적정성 검

토와 VE기법을 적용해 지붕면적을 축소하는 등 약 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공사안전 측면에서는 무재해 

총 340만 시간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일월드컵 경기개최를 위한 우리나라의 주경기장 건설이라는 문화적 스포츠적 측면의 의미와 

더불어 IMF 위기로 침체되었던 우리 건설산업에 기존과 다른 방식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

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간 우리 건설산업은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구조와 결과 지향적 운영형태, 

투명하지 못한 건설관행으로 인해 오랫동안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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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 불가능해보이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CM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건설 시장의 새로운 

상품으로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

▼ BMW 드라이빙 센터

프로젝트명 BMW 드라이빙 센터 (2014)

발주자 BMW Korea

위치 인천시 중구 운서동 1677-77

용도 스포츠 시설

부지면적 / 건물면적 236,176㎡ / 14,445㎡ 

규모 지상2층

용역내용 PM / CM (CS 포함)

축구장 33개 크기인 236,176㎡의 BMW 드라이빙센터는 핵심시설인 드라이빙 트랙과 다양한 자동차 문화, 

전시 및 체험공간, 친환경 체육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문을 연 시설이며 BMW의 

독일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조성된 시설이다.

한미글로벌은 PM과 CM으로서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참여해, 프로젝트의 성공저인 완료에 큰 역할을 담당

했다. 외부 트랙을 포함한 토목공사에서부터 건축, 전기, 설비 및 소방까지의 전 공사 과정에 걸쳐서 도면 및 

기술문서 검토, 건축 인허가 관리, 현장 품질관리, 안전 및 재해관리, 환경관리 및 민원대처 등 사업 전반에 걸

친 업무를 담당했다.

발주자가 글로벌 기업이고 기본설계 자체를 독일 트랙전문 설계사(IngenAix Gmbh)에서 실시하였고 실시설

계는 국내에서 이루어 졌다. 초기에는 트랙 등 전문적이고 글로벌 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이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CM단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전문 역량을 활용해 감으로써 발주자의 신뢰를 받아 독일 

BMW 본사에 직접 보고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자료는 발주자와 공유하면서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원인

을 제거하였고 인테리어 설계 일정이 지연되어 준공이 늦어 질 수 있었으나 CM단의 탁월한 설계관리능력과 

공사관리능력으로 8월 공식 개장일에 맞추어 Grand Open함으로써 발주자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신뢰를 통해 발주자가 딜러사의 신규매장 공사건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고객만족을 통해 Repeat Order

를 만들어가는 선순환 경영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자. 리모델링

한미글로벌은 신라호텔 일류화프로젝트, 서울 하얏트호텔, 서울팔레스호텔, 리츠칼트 서울호텔, 노보텔 앰배서

더 부산호텔, 중구 엠플라자호텔, 인송빌딩호텔 등의 호텔 리뉴얼과 교보생명, 서울스퀘어빌딩 등 업무시설 리

모델링 공사에서 CM용역을 수행하였다. 리모델링은 신축 대비 적은 자원과 비용으로 기존 구조물의 가치를 향

상시키는 사업으로서 준공 후 20~30년이 지난 도심지 빌딩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나오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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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스퀘어 리모델링

프로젝트명 서울스퀘어 리모델링 (2010)

발주자 ㈜케이알원 부동산투자

위치 서울 중구 남대문 5가 서울스퀘어

용도 업무시설

연면적 132,903㎡

규모 지하2층, 지상23층

용역내용 CM / CM at Risk

본 프로젝트는 서울 도심의 대규모 재실상태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서울 중심가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프

라임급 오피스빌딩을 목표로 리모델링한 프로젝트이다. 지상23층, 연면적 약 4만평의 대형임대오피스는 정림건

축과 아이아크건축이 2007년 8월~2008년 8월까지 약 12개월간 설계하였고, 대우건설이 2007년 1월 착수, 

2009년 10월까지 34개월 동안 시공하였다

특히 당 빌딩은 국내외 저명한 미디어아트 작가의 작품을 구현하기 위하여 외장타일을 타공한 후 42,000여

개의 LED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건물외부에 98m x 78m 세계 최대 규모의 Media Art를 구현토록 Media 

Façade가 설치되었다. 삭막한 고층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서울 중심의 답답한 도시야간 경관을 크게 향상시켜 

국내외 많은 관심과 더불어 도심의 새로운 활력소로 극찬을 받고있는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가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한미글로벌은 현상설계를 통한 설계사 선정부터, 설계관리, Fast track으로 설계와 시공의 동시 진행, 리모델

링 시공계약, 시공관리, 인수인계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CM+CS 업무 수행 외에 입점에 따른 추가공사 

수주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CM단은 시공사에서 제출한 공사비 견적가를 75.8% 수준으로 낮추어 합의하는 협상력을 발휘하여 발주처의 

초기 신뢰를 확보하였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리츠사업의 특성상 짧은 사업기간으로 인하여, Fast track 방식

으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했는데, 건물의 절반이 재실인 상태에서 철거 작업과 설계와 인허가를 

진행해야 했다. 발주처 입장에서 공기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다. 

한미글로벌은 발주처를 대신하여 대수선 허가 시까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수선공사를 우선 진행하도록 

시공사를 설득하였고, 결국 CM단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당초 공기를 준수하여 프로젝트를 완

료시킬 수 있었다. 

서울스퀘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확실성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하게 

된 원동력은 한미글로벌 CM단원들의 탄탄한 팀웍과 헌신이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발주처는 한미글로벌에 대하

여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었고 입점 시 필요한 추가공사를 CM at Risk방식으로 수의 계약할 수 있었다. 고객가

치 극대화를 통해 한미글로벌의 부가가치도 함께 창출해낸 선순환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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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본사 리모델링

프로젝트명 교보생명 본사 리모델링 (2011)

발주자 교보생명보험(주)

위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용도 업무시설

연면적 95,069㎡

규모 지하3층, 지상22층, 옥탑1층

용역내용 CM + CS

교보생명 본사사옥 리모델링은 1984년 준공된 기존사옥을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이다. 과거 광화문의 명물로 

자리를 잡은 빌딩이었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된 시설로 인해 수선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한미글

로벌은 리모델링 기획단계부터 설계 및 시공단계 CM+CS 업무를 수행했다. 

기획단계에서는 업무추진계획 수립, 현황 조사, 분석 및 진단, 디자인기획과 방향모색, 임대계획, 선진사례조

사보고, 설계용역 발주방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설계단계에서는 일정관리, 설계 및 기술검토, 경제성

검토, VE를 수행하며 공사 추진계획을 세웠다. 

시공은 2009년부터 2년 동안 광화문 한 복판에서 진행됐지만 시민들과 빌딩 입주자들도 공사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 처음으로 입주업체가 근무하는 가운데 공사를 진행하는 '재실 리모델링 공법'이 도

입됐기 때문이다. 꼭대기 4개 층의 입주업체만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한 층의 공사가 끝나면 다른 층 입주업

체가 그곳으로 옮기는 순환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며 비워진 4개 층 가운데 가장 아래층은 소음, 진동, 분진

을 차단하기 위한 버퍼(Buffer)층으로 최소한의 공사만 진행해 3개월에 1개 층의 내부공사를 완성하는 사이클

로 위에서 아래로 공사를 진행하여 도심지 리모델링 공사의 신기원을 마련했다. 한미글로벌은 이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도심지 노후 빌딩 리모델링과 관련한 CM업계 최고의 기술력 및 사업수행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차. Data Center

데이터센터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이 보장되어야 하는 프로젝트이다. 일반 건

축물보다 높은 내진설계(진도 7.0)를 적용하고 모든 종류의 전산장비를 수용토록 고하중(1톤/㎡이상)의 바닥설

계가 되어야 하며, 공조순환에 문제가 없는 효율적인 층고 및 폭 거리 구성을 갖추고, 향후 증설을 고려한 단

계적 확장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보안을 고려한 독립된 전산장비실 레이아웃 확보와 데이터 센터 기반설

비의 이중화된 공급경로를 확보키 위해 이중화 건물코어를 구성해야한다. 한미글로벌은 데이터센터의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단계적인 설계관리를 통해 최적의 설계를 도출하고 시공에 적용한 수행실적과 기술역

량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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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명 신한은행 데이터센터 (2013)

발주자 ㈜신한은행

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용도 데이터 센터

연면적 47,905㎡

규모 지하4층, 지상6층

용역내용 CM + CS

신한은행 데이터 센터는 지상 7층, 연면적 14,500평 규모로 삼우설계와 한국IBM(IT 구축설계)이 약 5개월간 

설계하고 한화건설이 공사기간 23.5개월로 2011년 6월 착수하여 2013년 5월 완공하였다. 한미글로벌은 2010년 

11월 설계 착수 시부터 시공단계까지 CM업무를 수행하였다.

CM단의 주요 성과는 20개 항목에 걸친 NSC(Nominated Sub-Contractor)발주관리를 통하여 최적의 자재

를 최소비용으로 직발주하여 예산 대비 약 25%인 116억을 절감하였고 발전기 용량을 적절한 사양으로 변경하

고 기타 불필요한 장치의 삭제 등을 통해 19억을 절감하였다. 또한 외장 디자인 사례조사를 통하여 기존설계의 

베이스판넬을 세라믹 판넬+BIPV로 변경하여 미관 및 유지관리 향상을 꾀하였으며, BIM 검토로 건축과 설비배

관 간섭 사전 배제, 중력식 우수설비 도입을 통해 우수관경 및 우수배관 최소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 프로젝트는 준공 당시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이자 동시에 LEED Gold인증과 친환경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최첨단 친환경 데이터센터로 평가된다.

▼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 (하나금융 드림타운 포함)

프로젝트명 하나금융 통합데이터센터 (2015~)

발주자 ㈜하나아이앤에스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용도 데이터 센터

연면적 300,905㎡

규모 지하2층, 지상18층

용역내용 CM + CS

본 프로젝트는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 청라국제도시 5개 블록에 총 대지면적 

75,000평, 연면적 95,000평의 금융타운을 국내 최초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2년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하나금융그룹이 청라국제도시에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 MOU 체결, 2014년 7월 사업협약 체결, 2014년 10월 

하나금융타운 착수식 개최, 2015년 9월 1단계 통합데이터센터 착공의 일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금융타운은 하나금융그룹 본사사옥, 금융연구소, 인재개발원, 통합데이터센터, 콜센터, 어메니티 시설, 집

배송 시설, 실내체육관 등의 모든 핵심 금융산업 기능을 모아 하나의 단지로 조성하여,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핵심 본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미글로벌 CM단은 2014년 10월 CM+CS 업무에 착수함과 동시에 1단계 통합데이터센터의 설계관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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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으며, 2015년 6월말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2017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시공단계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나금융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초로 PCS(Pre-Construction Service) 방식을 도입하였다. PCS 방식은 기획

단계부터 CM(PM)사, 설계사, 시공자인 PCS사, 시공 전문 하도업체가 참여하여 BIM 3D 모델링을 통한 가상시

공으로 설계 대안별 공법, 공사간섭, 공기, 공사비 검토 등을 통해 설계 오류를 최소화하여 고객가치를 극대화

하는 통합발주방식(IPD : Integrated Project Delivery) 이다. 

PCS 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발주처, CM인 한미글로벌, PM(미국 DPR사), 설계사(삼우설계), PCS사(GS건

설), PCS 협력사(BIM, 골조 등 8개 주요 공종) 등 110여명이 합동사무실에서 PCS 업무를 수행하고 발주처의 

구성원 또한 다양한 조직에서 TF로 참여하여 설계를 완성하였다. 

CM단은 본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건설 발주 시 발주자, CM, 설계자, 시공자 등 모든 프로

젝트 참여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발주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발주방식인 PCS 방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고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카. 물류, 의료 및 기타시설

① 물류시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재편된 오프라인 소비시장과 더불어 온라인커머스 시장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대형 물류

센터 건설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시장의 이런 변화에 맞게 물류센터 공사의 수주와 실적확보에 

힘써 왔다. 특히 최근에 준공한 동남권 물류단지(2015)를  거치면서 물류단지의 설계 및 시공 기술을 종합적으

로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음은 주요 물류센터 실적이다.

CM+CS 용역  포워드 벤처스 인천 쿠팡물류센터

 삼성전자 수원 L-1[한국삼공] 물류센터 

 인천 평안 L&C 물류센터 

 서울 금천구 메가마트 시흥 물류센터 

 서울 송파구 서울 동남권 물류센터 

 오산 물류센터

 김포 제일모직 김포 물류센터 

 안성 데상트 안성 물류센터 

 파주 출판물유통센터 

CM 용역  평택 포승 경평 물류센터 

CS 용역  경기광주 미래에셋 도척 물류센터 평택 화인 물류센터 

CM at Risk (Cost + Fee)  경기포승면 천일 국제 물류센터 

 경남 사천 BAT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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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출판물 유통센터(2004) 오산물류센터 (2014) 쿠팡물류센터 (2016) 부천 오정물류센터(2015~)

▼ 서울 동남권 물류센터

프로젝트명 서울 동남권 물류센터 (2015)

발주자 ㈜서울복합물류 프로젝트금융투자(주)

위치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674

용도 데이터 센터

연면적 409,319㎡

규모 지하2층, 지상7층

용역내용 CM + CS

서울 송파지역에 위치한 동남권 물류단지는 지상8층, 연면적 약12만평으로 창고시설(냉장/냉동/자동화창고)

과 근린생활시설, 자동차정비소를 갖추고 있는 대규모 물류단지 PF사업이다. 무영건축이 설계하고 현대건설컨소

시엄과 현대엘리베이터가 2012년 11월 착공하여 2015년 6월 준공하였으며 한미글로벌은 CM+CS 업무를 수행

하였다. 

CM단은 사업기간의 준수, 사업비의 예산 내 집행, 사업참여자간 커뮤니케이션 증진, 품질/안전 확보, 친환경 

건축,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목표로 동별. 단계별 최적의 사업관리를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로 성공적인 대형 복합물류 단지가 조성되었다.

CM의 주요 성과는 건축허가 변경관리,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 시 VE를 통한  사업비 절감(약344억원/용역비

의 780%)을 달성하였고 토지사용료 관련 소송 시 적극적인 업무지원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도제한 

및 지하철 간섭 등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기한 내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또한 발

주자 입장에서 준공정산을 투명하게 실시하여 57억원의 사업비 절감과 전 공정 무재해준공을 이끌어 내어 발

주자의 무한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동남권 물류단지는 물류종사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녹지공간, 시설 등의 개방 공간을 조성하여 물류단지

에 공공성을 부여한 국내 최초의 사례이며 단일창고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냉동/냉장 겸용창고 및 최첨단 

자동화 냉동 창고 시설을 갖춘 시설이다. 우리나라 물류시설의 역사를 한 단계 Level-up 시킨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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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시설

한미글로벌은 의료시설 분야에서도 다양한 실적을 갖고 있다. 최근의 인천제일여성병원을 필두로, 푸르메 어

린이재활병원, 부천 봄빛병원, 용인동백 세브란스병원, 연세의료원 암 전문병원, 길음동 척병원, 성균관대 의과

대학 등의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인천 제일여성병원 (2015~) 부천 봄빛 병원 (2013) 용인동백 세브란스 병원 (2015)

연세의료원 암 전문병원 (2013) 길음동 척병원 (2011)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1998)

▼ 푸르메 어린이 재활병원

프로젝트명 푸르메 어린이 재활병원 (2016)

발주자 푸르메 재단

위치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738번지

용도 의료시설

연면적 18,378㎡

규모 지하3층, 지상7층

용역내용 CM + CS

한미와 푸르메 재단과의 인연은 세종마을 푸르메 센터 신축공사 CM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푸르메 재단은 한

미글로벌의 기술력과 공사관리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아, 기부로 진행되는 

푸르메 어린이 재활병원 신축사업의 CM 적임자로 인정하였다. 토지비, 공사비 등 전 사업비를 기부를 받아 진

행하였고, 한미글로벌도 CM용역 참여와는 별도로 용역비의 40%를 현금으로 재능 기부하였다.

푸르메 재활병원은 다수의 공공기금 및 기업체, 일반인의 참여로 이루어져 일반 공사와 달리 의사결정 참여

자가 많았다. 특히 공공시설물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고 공공성을 갖춰야 함은 물론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주자, 

관할관청, 기부주체(푸르메재단, 마포구청, ㈜넥슨 외)의 각각 상이한 의견을 중재하고 조율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었다. 하지만 한미글로벌은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소통을 주관하고, 쟁점사항을 조정해 나가며 사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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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했다. 

푸르메 어린이 재활병원은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어린이 

재활병원을 목표로 신축되어 2016년 4월 준공 후에는 치료

와 재활을 병행하는 최고 시설의 재활병원이 될 것이다. 특

히 공공, 민간기업, 일반인의 기부로 사업비를 마련하여 이

룩한 프로젝트로 성공적인 민간 협력사업으로서 의의가 크

다. 푸르메 어린이 재활병원 신축을 계기로 어린이 재활병

원에 대하여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재

활병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향후 재활병원 확대에 초석

이 될 것이다. 특히 한미글로벌은 2016년 4월말 개원에 맞

춰 4억원을 기부함으로써, 병원 건립과 병원의료진들이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의 명성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는데 재정적인 지원까지 하였다.

③ 운수 및 자동차 관련시설

여객을 위한 여객터미널 시설로는 고양종합터미널,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진행중) 

등이 있다. 특히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북항재개발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43억 

원이 투입되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연면적 약 93,000㎡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친환경건축물 인증, 장애

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 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에서 가장 최상위 

등급을 모두 인증 받음으로써 국제여객터미널의 모범적인 건립 사례라는 평을 들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로는 SK 김천, 순천, 부산항 3개의 프로젝트를 한미글로벌이 설계관리와 시공을 책임지는 

CM at Risk 방식으로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시공까지 완료함으로써 민간 시장에서 CM at Risk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고양 종합터미널 (2011)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2015) SK 부산항 화물차 휴게소 (2008)

④ 종교시설

종교시설 건축 역시 한미글로벌이 두각을 드러내는 분야이다. 광현교회 교육관, 태안성당, 새문안교회, 소망교

회 수양관 리모델링, 순복음교회 비전센터,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우리들 교회, 포항 기쁨의 교회 등이 대표적인 

[ 기부금 전달식 (2016.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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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CM 실적이다. 이 중 광현교회 교육관(2004)은 건축, 인테리어를 분할 발주하여 입찰 및 계약관리를 

하고 기존 설계사를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을 추진하여 당초 대비 공기를 2개월 단축하고 공사비 5억원을 절감

하여 건축주의 전격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

광현교회 교육관(2004) 태안성당 (2006) 광림교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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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해외사업 

1. Intro : Global Top 10을 위한 해외진출 기반 구축

한미글로벌은 2002년 중국에 진출하고 2003년 KOICA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해외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이

후, 2016년 5월 현재 48개국 진출 총 245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현재 18개국에서 42건의 프로젝트를 수

행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한미글로벌의 성장과 함께 확대되어 온 해외사업 전략의 키워드를 꼽자면, KOICA사

업, 고객사와 동반진출, 거점지역 중심의 기반확대, 해외 현지 고객 발굴, 상품 다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2020년 Global Top 10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KOICA 사업은 한미글로벌의 초기 해외사업 노하우 확보와 더불어 진출 지역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고, 고객

사(삼성, 포스코 등) 동반진출 전략은 해외 프로젝트 리스크를 상당부분 절감하며 해외 매출을 안정적으로 견인

했다.

한미글로벌의 거점지역은 크게 중국과 중동으로 나뉘며, 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프로젝트는 재무적 

기여와 더불어 한미글로벌의 해외사업관리 역량을 한층 성숙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최근 3~4년간 수주된 프로

젝트는 기존 건축 용역 중심의 CM을 넘어서, 직접시공(인테리어)을 수행하거나,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해외프로

젝트 수주, 개발사업 참여 등의 형태로 다각화 되어 향후 해외부문 성장 전망을 보다 밝게 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20년간 수행해온 주요 프로젝트들이다.

국가 프로젝트 고객
계약
형태

수행기간

Myanmar Yangon Hotel Development Daewoo Amara CM 2013.02 ~ 2016.12

Philippines
Philippines Manila Bay Resort

Tiger Resort, 
Leisure&Entertainment

CM 2012.06 ~ 2016.09

Philippines Subic Edupalace Edupalace CM 2010.01 ~ 2011.01

Singapore
Marina Bay Sands Integrated Resort 
Project

Las Vegas Sands Corporation CM 2007.08 ~ 2009.12

Indonesia

Lock & Lock Warehouse PT. LOCK &LOCK INDONESIA CM 2013.01 ~ 2013.09

Supermal Extension Phase 1 & 2 PT.PakuwonJatiTbk CM 2013.06 ~ 2015.06

Intiland 1 Park Avenue Intiland CM 2014.07 ~ 2016.09

Vietnam

Samsung Electro-Mechanics Yen Binh 
Factory

Samsung Electro-Mechanics 
Vietnam Co.,Ltd

CM 2013.04 ~ 2013.12

Song Gia Complex Resort AMB VINA Co.,Ltd PM 2008.09 ~ 2009.09

Hanoi City Complex CORALIS VIETNAM CO.,LTD DR+CM 2008.01 ~ 2011.05

Vietnam IT College KOICA CM 2005.01 ~ 2007.09

China

Holiday Inn Plaza
ChangshuZhongjiang 
Property

CM 2003.12 ~ 2006.01

Suzhou Sun Plaza
Suzhou Poly Sujing Real 
Estate Co., Ltd.

CM 2008.03 ~ 2010.02

Posco Center Beijing POSCO China CM 2012.09 ~ 2014.10

▼ 주요 국가별 수행 해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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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프로젝트 고객
계약
형태

수행기간

2010 Shanghai Expo Korea Pavilion Massstudies & KOTRA CS+CM 2009.07 ~ 2010.01

Suzhou Samsung Semiconductor I-PJT Samsung Electronics Co., Ltd CM+CS 2014.02 ~ 2015.01

Libya
Libya Housing &Infrastructure 

Housing &Infrastructure 
Board

CM 2014.01 ~ 2015.12

Libya 10000 Housing Units &Service 
BLDG

Housing &Infrastructure 
Board

CM+CS 2010.01 ~ 2015.12

USA
LA CJ CGV Buena Park Project CJ CGV America, LA LLC CM 2015.10 ~ 2016.06

Posco Hawaii Condominium POSCO DD 2005.06 ~ 2007.08

Macau Venetian Macau Casino Goldman Sachs LTA 2005.10 ~ 2009.11

Dubai Dubai Silicon Gates
Sinsung Construction 
Company

CM 2007.06 ~ 2009.02

Saudi 

Arabia

Information Technology 
Communication Complex (ITCC)

Public Pension Agency PM 2008.04 ~ 2015.09

Jabal Omar Makkah Development 
Project

Al Rajihi Capital & HSBC LTA 2010.08 ~ 2018.12

King Fahad Medical City New Medical 
Centre Project

King Fahad Medical City PM 2013.03 ~ 2016.02

Sri Lanka Jaffna Polytechnic College KOICA CM 2005.06 ~ 2008.12

Oman Oman DUQM Dry Dock DSME PM 2009.06 ~ 2011.12

Mongolia Mongolia Grand Residence MongoliaGrand LLC CM 2008.09 ~ 2010.05

Azerbaijan Baku S-Tower Development Baku Pride PM+CM 2007.08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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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사업 도전과 성장

가. 개요

초기 해외진출은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KOICA 프로젝트라는 ODA(공적개발원조)방식의 소규모 프로젝트 위

주의 제한된 프로젝트 수행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 등 빅 마켓의 경우는 현지 진출하는 국내 대

기업의 현지 사업소, 공장설립 프로젝트의 CM으로 동반 진출하며 초기 해외사업 영역 확대를 꾀했다. 특히 중

국과 중동법인은 독자적인 수주영업 활동을 수행하며 정착기에 접어들어 안정적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한미글로벌로 사명을 바꾼 2011년 이후 그 이름에 걸맞게 해외프로젝트 수주 및 매출이 전사 실적에서 약 

30~40%를 담당하게 될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해외 리조트 개발사업(필리핀 마닐라베이리조트), 호텔

사업(미얀마 양곤호텔 사업), 해외 발전프로젝트(미얀마, 이라크)등으로 사업형태를 다각화 하고 있다.

나. KOICA 프로젝트로 해외의 문을 열다

한미글로벌은 2003년 10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서 발주한 필리핀 직업훈련원, 인도네시아 스포츠교류센

터, 과테말라 직업훈련원 프로젝트의 CM용역을 동시에 

수주 하였다. KOICA는 전세계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정

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이다. 

당시 KOICA는 세계 여러 나라에 무상원조사업을 수

행하고 있었는데,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결여와 직원

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여 이

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그 결과 KOICA는 프

로젝트에 CM방식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3개국 프로젝트를 CM으로 발주하였다. 한미글로

벌은 KOICA 프로젝트에 CM방식을 접목하기 위해 KOICA로부터 문의가 온 순간부터 자료를 치 하게 준비하

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초기 CM용역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

특히, 필리핀 직업훈련원은 발주처가 기존에 수행하였던 프로젝트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기간 

준수, 책정된 예산 내 준공 그리고 소요품질 확보를 위해 CM용역을 처음으로 도입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KOICA 프로젝트의 전형적인 특성인 원격지 소규모 프로젝트에 CM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선

례가 되어, 이후 해외 소규모 공공 프로젝트에서의 대표적인 CM수행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로써 한미글로벌

은 해외 진출영역을 동남아시아와 남아메리카로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KOICA에서 시행하는 수백억 원 

규모의 해외원조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 

이후 KOICA 발주 프로젝트에서 잇달아 CM을 수주하였고, 해외 진출국 또한 이디오피아(초등학교), 베트남

(친선 IT대학), 캄보디아(국립소아원), 이스라엘(인조잔디구장), 스리랑카(자히라 초등학교), 요르단(보건소) 등지

로 계속 확대되었다. 2005년에는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Program Management 방식으로 발주한 프로젝트

의 주계약자로 선정되면서 KOICA와 돈독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KOICA는 지원사업의 규모가 커

[2004년 필리핀 IT센터 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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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단일 프로젝트 관리에서 국별 CM 및 지역 CM으로 영역 및 규모를 확대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

글로벌은 필리핀, 에디오피아, 중동 CIS 지역 사업 등을 수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행연도 프로젝트명

2003 한-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 

한-인도네시아 스포츠센타 건립사업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전문가 파견 

2004 이디오피아 참전용사마을 학교건립사업 건축자문

한-필리핀 IT 훈련원 건립사업

요르단 보건소 건립사업 건축관리 및 기자재공급 

한-베트남 친선 IT대학 설립사업 

2005 이디오피아 참전용사마을 학교 건립사업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 현대화사업 

이스라엘 인조잔디구장

벨리세 환경개선사업

스리랑카 함반토타 종합행정단지 건설사업, 마타라 도시개발 3개 사업

KOICA 스리랑카 자프나기능대학

KOICA 스리랑카 자히라 대학 부설 초등학교

2006 한-인도네시아 기술문화협력센터 건립

이라크 기획개발 협력부 청사개보수

2007 방글라데시 국가직업훈련역량 강화사업

한-인도네시아 ICT 교육센터

엘살바도르 교육환경 개선사업

팔레스타인 제닌시 기술고등학교

2008 동티모르 우체국본부 건립사업 등 행정제도분야 3개 사업

2009 파라과이 교육 및 보건분야 3개 사업

팔레스타인 헤브론시, 제닌시 프로젝트

콜롬비아 초코주 기초보건의료 향상사업 건축부문 실시협의

스리랑카 교육분야 2개사업 건축부분 전문가 파견

2011 KOICA 필리핀 지역

KOICA 에티오피아 지역

EDCF 사업(시에라리온 시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2013 KOICA 중동 CIS 지역 (진행중)

▼ KOICA 프로젝트 수행현황(200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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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객과 동반진출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

한미글로벌은 해외진출 전략 중 하나로, 국내 대형 고객사와 동반 진출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삼성그룹, 아

모레퍼시픽, 포스코, 효성 등 국내 유수 그룹사의 해외 현지 공장이나 법인사무소 건설에 파트너로 참여하며, 

고객사 프로젝트의 성공을 견인하면서 해외 실적을 확보해 나갔다.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삼성전자 헝가리 공장(2007), 인도 첸나이 공장(2007)에 CM으로 진출하였고, 2011

년 이후에는 아모레퍼시픽 중국법인(2011), 북경포스코센터(2012), 삼성전자 서안반도체공장(2013) 등의 CM사

업을 수주하여 해외사업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갔다.

2015년에 이르러서는 기존 CM사업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시공에 도전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지역 장식업(인

테리어)분야에서 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중국 청도 CGV, 서안 CGV, 상하이 아모레퍼시픽 사무동 인테리

어 등이 대표적 사례로서 한미글로벌 해외사업의 외연 확장을 방증하고 있다.

삼성전자 헝가리 공장 북경 포스코 센터 중국 청도 CGV 인테리어

라. 단순 CM을 넘어 종합 PM을 지향 

2010년 이후 해외사업 행보 중 눈에 띄는 것은 단순 CM사업이나, KOICA 사업 외에 한미글로벌이 현지 고

객사의 파트너가 되어 해외 개발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건축 기술적 요소에 초점이 맞추어

진 CM의 외연을 넓혀 PM의 영역까지 도전하는 한미글로벌의 해외진출 전략을 보여준다.

미얀마 양곤 호텔, 필리핀 마닐라베이 리조트, 인도네시아 1Park Avenue 등의 사업은 계약은 CM 계약이지

만, 단순 CM을 넘어 프로젝트 인허가, 현지법규, 현지 리스크 등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점검과 관리를 

할 수 있는 PM역할이 보다 요구되는 프로젝트였다.

필리핀 마닐라베이 리조트 인도네시아 1Park Avenue 미얀마 양곤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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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이라크 Khabat 화력발전(2012~), 파푸아뉴기니 IPP사업(2014~). 일본도조태양

광발전(2015년 준공)을 수행하며, 그동안 CM불모지라 여겨졌던 해외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 민

자발전사업)에서도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마. 해외진출 및 법인 현황

해외법인 및 지사로는 2003년 중국법인, 200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법인을 설립하여 거점 지역에서 활발

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강화를 위하여 2010년 베트남법인, 2012년 인도법인, 2015년에

는 일본에 Otak Japan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리비아, 이라크에 

지사를 설립하고, 2014년에는 인도네시아에 RO(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하였다.

운영 형태 국가 비고

현지 법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 베트남, 일본(Otak Japan) 5개소

지사, 사무소 리비아, 이라크, 인도네시아(대표 사무소) 3개소

▼ 한미글로벌 해외 법인·지사 운영현황(2016년 4월 현재)

법인 및 지사 프로젝트 외에도 한미글로벌은 전세계 48개 국가에 진출하여 245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회

사 이름에 걸 맞는 글로벌 회사로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이 진출한 국가와 프로젝트 수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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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구분 진출국가 (대한민국 제외) 국가수 프로젝트 수

계 48 245

아시아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

아, 키르키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19 166

중동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아랍에미리트
10 48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1 3

아메리카
과테말라, 멕시코, 미국, 벨리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콜롬비아, 

파라과이
9 13

유럽 독일, 러시아, 슬로바키아, 아제르바이잔, 폴란드, 헝가리 6 11

대양주 및 기타 오스트레일리아, 파푸아뉴기니, 남극 3 4

2002년 첫 해외 진출지인 중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그리고 CM의 종주국인 미국에 이

르기까지, 한미글로벌의 축적된 기술력과 프로젝트관리 역량, 그리고 불굴의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

와 지역에 진출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개척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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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사업

가. 중국법인 및 중국사업부

한미글로벌의 중국사업은 초기 해외산업을 견인했다는 상징성과 더불어, 최초의 해외법인 설립, 국내 그룹 고

객사 동반진출 시장, 최초의 해외 현지 면허취득 등 여러 가지 기념비적인 사건을 만들어낸 의미 있는 도전이

었다. 중국시장 도전과 관련한 주요 연혁은 아래와 같다.

연도 주요 연혁

2000  한국본사 중국 진출 의결 확정

2002  상해 대표처 설립 HanmiParsons-“韩美派森斯咨询（上海） 有限公司”

2003  상해 법인 설립 총 투자액 30만 USD, 상해 인민광장 인근 사무실 Open

2007  법인 사무실 이전 (홍차오 상하이청)

2011  HanmiGlobal-韩美顾乐博工程咨询（上海）有限公司”로 법인명 변경

 8월, 북경 사무실 개설 (북경시 조양구)

2012  직접 시공 사업 착수. 인테리어 시공 3급 면허 취득(시공진출)

2013  삼성 시안반도체 공장 품질용역 수주 등 대형 Project 수주 활성화

2014  인테리어 “설계 · 시공 2급 자질 취득”, 자본금 증자 92만USD

2015  중국법인에서 중국 사업부로 승격

 중국 대형기업 및 외국기업의 발굴 및 다각화 사업 등 시장 확대

 중경사무소 개설

2003년 중국 상해에 현지 법인 설립 이후,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전체 수주 계약 체결 수가 

130건이 넘는다. 주요 수행 프로젝트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제조공장을 위주로 수행하였으며, 삼성전자 

중국사업장 건설의 대부분 건설사업관리를 한미글로벌에서 수행했다.

초기 법인설립 후에는 상해 인근 절강성, 강소성의 한국기업 및 화교 자본의 부동산 개발사업 프로젝트에 참

여 하였으며, 이후 북경사무소를 개설하여 사업영역을 중국 화북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상해를 

넘어 북경시, 하북성, 천진시 인근으로 한미글로벌의 활동영역을 확대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다. 2015년에

는 중국 서부개척 및 내륙도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중경사무소를 개소하였다.

나. 중국 건설면허의 취득과 고객 다변화

한미글로벌 중국법인은 2012년 디자인빌드(설계시공일괄방식)사업을 위한 발판으로 인테리어 시공라이센스 3

급을 중국 현지에서 취득하였고, 중국 내 외국계 CM 전문기업 중 최대 인력규모와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근래에는 중국법인의 거래 고객이 중국 대형 우량기업, 중국내 진출한 제3국 고객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

히 장식업 등 일부 분야에서 중국 내수시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는 10년이 넘게 현지에서 쌓아온 한미

글로벌의 브랜드 가치가 빛을 발함을 방증하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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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중국법인의 매출 및 인력 현황은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CM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시장

에서 관련 신사업의 지속 발굴 및 확대로 장기 성장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 현지화 노력과 고객만족실현

한미글로벌 중국법인은 구성원이 한국인 보다 중

국 현지인이 많으며, 한국을 떠나 현장에 파견된 본

사 인원뿐 아니라, 중국 각지에서 현장 근무를 위하

여 고향 또는 가족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서로 의

지하며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는 현지 구성원들이 많다. 2010년부터는 현지 중

국 구성원들에게 한국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적용, 

분기별로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현장 견학 및 본사교

육을 통해 견문을 넓히도록 하였고 일부 교포 직원

들에게는 한국에 있는 부모들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최근 중국 기술인력의 부족 현상, 잦은 이직, 민족 및 출신지역에 따른 문화적 차이 등 각 현장의 통합 및 

화합을 위하여, 행복경영의 중요성이 어느 법인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중국법인에서는 구성원의 행

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흔히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 만큼 원칙도 없고 규칙도 

찾기 어려운 상황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곳에서, 수립된 프로젝트의 목표를 정

해진 시간에 완료하는 일이 쉽지 만은 않다, 또한, 각종 인허가 기관의 불투명성이 존재하며, 건설 산업 전반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투명성을 가지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는 제약이기도 하나 반대로 한미글로벌이 중국에서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중국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무늬만 CM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저가로 용역을 수주

한 후 발주처를 농락하는 유사 CM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존재한다. 중국법인이 중국에 사업을 시

작한 이후, 투명하고 원리 원칙에 따른 프로젝트 관리로 인하여 고객에게 만족을 주게 되고, 더 나아가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례가 지속하여 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투명한 조직, 원리 원칙에 입각한 프로

젝트 관리를 하는 회사로 한미글로벌의 이미지가 점점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중국 내 Repeat order(재구매)와 

더불어  중국 프로젝트로 인연을 맺은 고객이 베트남(락앤락), 미국(대진합)등 타 국가 프로젝트 사업기회를 부

여하는 선순환의 흐름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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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동사업

가. 현지 법인 설립과 확장 정책

중동지역은 과거 1970~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 시대에 다수 건설사들이 진출하여 달러를 벌어들이며 국

가 성장을 견인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걸프전 이후 수익성이 악화되며 대부분의 국내 기업이 철수했고, 1990년

대에 이르러 국내 기업들이 한 동안 두드리지 않았던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에서 2008년에 이르는 고

유가 시대가 도래하며 이에 힘입은 중동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대규모 시설 투자에 따라 중동 지역은 다시금 

기회의 땅으로 변모되었다.

한미글로벌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짚어냈고, 중국 다음 거점지역으로 중동 지역을 지정하여 2007년 두바이 

법인 설립, 2008년 사우디 법인 설립, 2009년 아부다비 법인을 설립하며 지속적인 확장정책을 펼쳐왔다. 현지 

확장에 발맞추어 국내도 2010년 중동사업본부를 해외사업본부에서 분리 독립시키며 중동사업에 대한 전략 집

중의지를 보였다. 2009년 리비아 주택 건설사업관리를 수주하며 한미글로벌의 중동 진출 전략은 만개하는 듯하

였으나, 이후 리비아 내전이 발발하며 아쉬운 퇴장을 해야 했다. 

2011년 중동의 봄 사태 이후 중동지역 정세가 악화되며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2012년에는 중동 진출 이후 최초의 플랜트 프로젝트인 이라크 Khabat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지역과 실적 양 측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되었다.

최근에는 기존 사우디아라비아 내 추진사업, KOICA 사업, 화력발전 사업(이라크), 공군기지 사업(이라크) 등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중동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연도 주요 연혁

2007  두바이 법인 설립

2008  사우디 법인 설립

 중동 첫 PM 프로젝트 수주 (Riyadh ITCC Project) 

2009  아부다비 법인 설립

 리비아 지사 설립

 리비아 주택사업 수주(Libya Housing & Infrastructure Project)

2012  이라크 Khabat 화력발전 프로젝트 CM 수주 (중동 최초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2013  이라크 지사 설립

2015  이라크 공군기지 재건사업 수주

나. 사우디아라비아 사업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지역의 맹주이며 최대의 산유국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거점국가이다. 한국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모든 중동지역에서는 CM(건설사업관리)의 정의를 PM보다 협소하게 보는 경우가 많

다. 즉 시공단계의 사업관리로 국한해서 생각하는 개념이 강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미글로벌을 소개할 때 

주로 PM회사로 소개한다. 중동시장은 이미 영국과 미국계 유명한 기업들이 진출하여 시장을 형성하고, 많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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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사우디 내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

행하며 한국에서 온 CM/PM회사로서 그 명성을 점차 쌓아나가고 있다.

사우디 법인의 안착 이면에는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룬 한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 근면하고 책임감 

있는 한국직원들에 대해 현지 고객들이 높은 평가가 바탕이 되었다. 특히 해외 선진사 수준의 성과를 보이며 

가격 경쟁력을 가진 한미글로벌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와 재구매 의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루어진 실적을 보면 2008년 법인 설립 이후 2016년까지 총 16개 프로젝트를 수행하

였으며 이중 6개는 2016년 현재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Makkah Jabal Omar Development

 Makkah 9 hotels

 Jeddah Four Seasons Hotel

 Riyadh Qurtoba Compound

 Makkah Millennium Hotel

 Riyadh Salboukh Compound

가장 대표적인 현장은 한미글로벌 중동진출의 첫 사업이자 해외에서 수주한 첫 번째 PM 현장인 

ITCC(Information Technology & Communication Complex)프로젝트이다. 2008년 Infra Structure 단계부

터 시작하여 2015년 Phase 1을 마무리하고 Phase 2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Information Technology & 
Communication Complex (ITCC)

MIDAD Jeddah 
Four Seasons Hotel 

King Fahad Medical City 
New Medical Centre

다. 미완의 도전, 리비아

한미글로벌의 리비아 프로젝트는 초기단계만 놓고 본다면 다른 건설사업관리 경쟁사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

으로 진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갖고 리스크 요인과 계약조건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의

사결정 과정을 통해 진출한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리비아 발주처인 Housing & Infrastructure Board가 조속한 계약을 요청할 정도로 한미글로벌은 협상의 

칼자루를 쥐고 능동적으로 계약을 이끌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철저한 현지조사, 리스크에 대한 검토 및 대

처방안 등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고, 발주처에게 역으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차별화된 모습 때문이었다. 

한미글로벌의 핵심역량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더구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서 흔히 발생하는 로비나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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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기타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현상 없이, 한미글로벌이 추구하는 윤리경영을 준수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풀어

나갔다. 그 결과 창사 이래 단일프로젝트로서 최대의 해외 수주(계약기준 약 170억원)가 성사되었고 2009년 리

비아에 진출하게 된다.

그러나 2011년 카다피 정권의 실각에 따른 정국혼란의 와중에 한미글로벌의 구성원들은 프로젝트 진행을 중

단하고 목숨 건 탈출을 시도하였다. 천운인지 단 한명의 구성원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귀국한 것은 지금도 정

말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프로젝트 중단에 따른 미수금 문제와 본 프로젝트

와 연계되어 발주 예정이던 1,000억 원 추산의 추가 인프라 물량, 그리고 그 당시 드림팀으로 구성되었던 리비

아 지사의 다국적 인력 Pool을 잃게 된 것이다.

만약 성공적으로 리비아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현지 정착에 성공했다면 리비아는 사우디와 더불어 중동진출 

교두보로서 수주/매출 증가에 따른 재무적 성과는 물론, 폭넓은 사업관리역량 축적의 기회를 부여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한미글로벌의 위상을 보다 올려놓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진한 아쉬움을 주는 대목이다.

라. 리비아 대탈출

2011년 초 리비아 사태가 악화되며 선진 PM사(미국, 영국)와 시공사였던 중국 업체는 모두 철수했다. 그러나 

한미글로벌은 발주처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어 최대한 잔류하며 현장을 지켰다. 당시 리비아 지사장이었던 심

재관 상무는 트리폴리에 있었고 현장은 뱅가지 시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중동사업부가 위치한 두바이와 

더불어 이 삼각거점 간에는 긴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상황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파견구성원

에 대한 철수 작전이 수행되었다. 

뱅가지 현장의 구성원들은 어렵사리 터키군함의 자리를 얻어내 리비아를 탈출했고, 한상섭 단장(당시 부장), 

이대구 과장은 끝까지 현장을 지키다가 현지인에 대한 각종 정산 및 현지 정리를 완료하고 이집트를 통한 육로 

탈출을 감행했다. 이 중 트리폴리에서 이주현 사원이 홀로 청해함을 통해 탈출한 것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대변해 준다. 심재관 지사장은 2011년 3월 말에 튀니지 육로를 통해 마지막으로 탈출하며 본인의 책무를 완수

했고, 단 한 명의 구성원도 피해 없이 리비아 철수 작전은 마무리되었다.

리비아 탈출기 – 엑소더스 리비아 !

ENG실   김성수 대리

리비아의 봄(2011. 2. 10)

2011년, 아침식사 때마다 보던 BBC 뉴스에서 이집트 민주화 운동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웃으며 혹시 이곳 리비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며, 옆 동료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신입사원으로 온 첫 번째 해외현장에서 설마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는 무사 안일한 생각이 있었던 것도 

같다. 그러나 내가 했던 농담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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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철수 결정(2011. 2. 18)

그 후로 일주일, 시민들의 폭력시위가 일어났고, 경찰조직이 해체되었으며, 공항 활주로가 폭파되고, 

감옥의 죄수들이 모두 빠져 나왔다는 등의 전형적인 무정부 상태의 사회 소식을 접했다. 그리고 이미 

폭도처럼 변해버린 시위대들이 현장을 향해 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결국 한상섭 단장의 지휘 하

에 모든 직원은 업무지에서 철수하여 현장 숙소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몇 시간 후 직원 모두가 숙소에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다. 현장을 계속 지키면서 상황을 두고 봐야 한

다는 의견과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 어서 탈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을 이루었다. 의견을 

주고받는 사이에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결국 토의는 최악의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신속히 

탈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한상섭 단장과 이대구 차장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책

임자로서 현장을 지키기로 결정하였다.

철수가 결정되었으나 탈출 방법도 만만치 않았다. 공항은 이미 활주로가 파괴되어 탈출용 전세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남은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었다. 첫째는 자동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 이집

트로 가는 방안, 둘째는 일단 항구로 가서 배편을 수배해서 탈출하는 방안이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출발할 수 있으나 여정 중 폭도들에게 강도를 당할 우려가 있어 선택하지 않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

도 보다 안전한 항구를 활용한 탈출을 강구하는 쪽으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절망과 희망의 틈새에서 지새운 밤(2011. 2. 19)

이런 열띤 논의 중에 당장 숙소에 시위대들이 닥칠 것이라는 현지 직원들의 첩보가 들어왔다. 실제로 

숙소 캠프 담을 넘어 침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우리는 일단 안전을 위해 숙소를 떠나기로 했다. 우리

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캠프에 침입한 현지인(이미 폭도 수준)들과 마주치는 일이었다. 

각자 꼭 필요한 짐만 챙겨 캠프중앙에 집결하였다. 자동차는 피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이니 

건설 현장 내 적절한 곳에 숨기고 골조공사만 끝난 빈 건물에 들어가 은신하기로 했다. 도보로 이동하

면서 날이 저물었는데 서로 상황 파악이 어려워 2개 무리로 나누어졌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계획대로 우리는 각 그룹이 공사 중 건물에 나누어 숨을 수 있었다. 한밤중

이 되면서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멀리서 군중의 함성과 뒤섞인 총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옥상에

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늘을 보는 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절망이 잠시, 곧이어 어떻게든 집

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잠시. 이렇게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상태로 우리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다.

 

[ 폐허가 된 시내 풍경 ]

    

[ 약탈이 자행된 숙소 풍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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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의 도움으로 생로를 모색(2011. 2. 20)

아침이 되어 캠프로 돌아오니 숙소는 약탈로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다. 창과 문은 부서져 있고 TV를 

비롯한 각종 가전기기들이 모두 사라졌다. 숙소의 처참한 상황을 보며 폭도와 마주치지 않았음에 감사하

고 또 감사했다. 현지 직원들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캠프에 와 주었고, 그 중 2명이 자기들 집에서 당분

간 지내자고 제안을 했다. 당시 우리가 갈수 있는 은신처는 대우병원 한 곳 이었는데, 덕분에 3곳에 나

누어 우리 일행은 은신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중 하이파라는 현지인 집에서 지내

게 되었다. 그곳에 은신하며 다른 그룹과 전화

를 주고받으며, 항구에 가서 안전하게 탈출선을 

탈수 있는 기회를 기다렸다. 하이파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그의 가족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특히 귀여운 2명의 어린 아이들

은 우리가 잠시나마 불안과 걱정을 잊을 수 있

도록 해준 천사와도 같았다. 이들 은인이 있었

기에 우리는 5일의 시간을 벌고 그곳에서 대사

관의 연락 및 한국에서의 연락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었다. 

긴 기다림, 터키 탈출선 (2011. 2. 25)

한국에서 배나 비행기를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 터키 정부의 협조를 통해 우리 국민을 탈출시키겠

다는 대한민국 대사관측의 연락을 받았다. 우리 일행은 은신처에서 나와 항구로 향했다. 그리고 그 동안 

떨어져 있던 동료들과 재회했다. 다들 무사하고 건강해서 다행이었고 정말 신께 감사했다.

다들 모여 항구에 도착하니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인 등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현장에서 함

께 일하던 중국 시공사(CSCEC) 매니저를 만났다. 그들(약 1000명 정도 됨)은 현장에서 걸어서 항구까

지 왔고, 중국 정부에서 이탈리아 선박을 빌려 이곳 벵가지로 보내주면 탈출한다는 말을 전했다. 

미국 PM사는 이런 사태가 나기 전에 이미 모두 미국으로 철수 했고, 함께 일하던 영국인 직원도 영

국 군함이 와서 이미 태우고 갔다고 했다. 특히 영국은 단 한 명의 자국민을 위해 군함을 보낸 것이다. 

국력에 따라 국민들이 대우받는 처우가 다름을 절실히 느꼈고, 대사관과 우리정부의 노력을 알고 있었음

에도, 타국처럼 선제적이고 적극적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대한민국이 더없이 야속하기만 했다.

우리는 난민 캠프 같은 곳에서 이틀 동안 배를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중국인들은 개미떼처럼 가지

런히 줄을 서서 중국 정부가 수배한 배를 타고 떠나갔다. 우리는 남겨진 동남아시아 인들과 함께 섞여

서 막연히 탈출선을 기다렸다. 내가 과연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갈 때 

우리를 태울 터키 군함이 벵가지항에 입항했다.

터키 자국민이 우선탑승 대상이었고 여석에 한국을 포함한 제 3국인들을 태운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위해 허가를 받는 과정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우리 회사 부장님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관련 수속절차

를 최대한 빨리 끝낸 덕분에 우리 모두는 탑승권을 얻어냈다.

[ 현지 직원의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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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되자 비자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를 

맞으며 배를 타기 위해 부두가로 이동했다. 

서로 일행을 놓치기도 만나기도 하면서 간신

히 탑승장에 도착했다. 터키 군함을 보자 이

제는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탑승

하려는 순간 일행 중 1명이 여권을 분실했다

고 하는 것이었다. 다들 어떻게 하나 망설이

고 있을 때, 한 분이 ‘일단 타고 보자’라는 

추진력으로 어부처서 모두 배에 탑승할 수 

있었다 

배에 올라설 때 부둣가에서 손을 흔들며 

환송하시는 한상섭 단장님과 이대구 과장님

을 보며, 울컥하고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차마 같이 남겠다고 말할 용기는 없었다. 배 갑판에 올라서자 

안도, 감사, 감개무량 등 복잡한 감정이 잔뜩 쏟아졌다. 이제 이대로 몸을 맡기면 리비아를 떠나게 되는 

것이었다.

 

엑소더스 리비아!(2011. 2. 28)

 우리는 자리가 없어 식당칸에 단체로 머물러 있었다. 배에 탑승했지만 배는 하루 정도 더 항구에서 

대기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출항 시간을 연기했다는 것이다. 지루한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배가 출항했

다. 약 40시간 동한 지중해를 가르며 항해는 이어졌다. 항로의 파도가 심해 배 바닥에 드러누워 계속 

멀미를 해댔지만 살아남았다는 생각에 그저 행복하기만 했다. 

이윽고 우리 배는 터키 마마리스 항에 도착했다. 배에서 내리니 CNN, BBC 등 주요외신들이 우리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리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항구에는 김정호 상무, 황호일 사원, 대한민국 무관 한 분이 

마중 나와 계셨다. 한국 무관은 우리 회사 남하나 과장(당시 대리)의 인맥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이 마

중을 나오셨다고 한다. 아무튼 호텔로 이동해서 컵라면을 먹었는데 그때 먹은 컵라면의 맛을 지금도 잊

을 수 없다. 

마마리스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돌아보며 내게 주어진 남은 삶의 의미를 곰씹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 목숨을 부지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도움을 주었다. 빠른 판단을 내리고 리더십으로 우리를 이끌

었던 한상섭 단장님, 우리를 숨겨준 현지인 은인들, 한국인을 태워준 터키정부, 여기까지 신경써준 국내

의 수많은 사람들. 누구라 쉽사리 규정할 수 없지만 도움주신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되새겼다.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을 보다 열심히 힘차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한 밤이었다. 나는 작게 중얼거리며 호텔로 돌아

섰다. 엑소더스 리비아!

[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상섭 단장, 이대구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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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남아시아 및 기타 아시아 지역

해외 거점 지역으로 설정한 중국과 중동 지역 외에도 한미글로벌이 해외 사업 활동을 펼친 나라는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같은 대륙 벨트에 묶인 아시아 지역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위시한 동남아

시아 지역, 그리고 중국만큼 거대한 시장인 인도, 최근에는 일본에 이르기까지 해외사업 외연이 확장되고 있으

며 지역마다 각기 다른 진출 전략을 펼쳐왔다. 베트남과 인도는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대형 고객사 진출 

프로젝트의 건설사업관리를 수주하여 전략적으로 수행해왔고, 나아가 2015년에는 선진 건설 시장으로 평가되는 

일본에 OTAK Japan Inc.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의 문을 두들기는 공격적인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  

동남아 지역은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다수 포진한 지역으로서, 풍부한 자원과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품고 있는 시장이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고급 주거시설에 대한 요구와 에너

지를 위시한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동남아 진출 초기에는 KOICA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연을 맺어

오다가 근래에 들어서는 현지 법인을 설립(베트남 법인)하거나, 대표 사무소(인도네시아)를 설치하여 보다 공격

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오랜 시간 현지 시장에서 사업을 수행한 일본의 Shimiz와 2012년 MOU를 체결하

고, Joint Operation 형태로 전략적인 공동 수주·운영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3년 수주한 ‘1Park 

Avenue’ 프로젝트는 이러한 구도로 수행된 프로젝트로서 향후 동남아 지역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하는 데 시사

점을 주는 의미 있는 사례이다.

베트남은 2010년 법인을 설립하고 진출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삼성그룹의 현지 진출 프로젝트(옌빈 삼성전기 

공장, 하노이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또는 베트남 진출 국내기업(락앤락)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가, 근래

에 와서는 현지 고객사 발주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도 지역은 중국만큼 광대한 영토와 많은 인구를 지닌 지역으로 다국적 건설사들과 설계사들의 각축장이다. 

한미글로벌은 2012년 인도법인을 설립하여 당 지역 역시 기존 해외 진출 전략을 중용하며 국내 대형 고객사 

프로젝트 위주로 시장 안착을 꾀했다. 대표적으로 첸나이 지역을 기반으로 삼성전자 및 포스코 그룹의 발주 프

로젝트를 수행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도 그 수는 많지 않으나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국내 극지 연구의 최 첨

병인 남극 극지연구소 CM(2014)을 수행하였고, 파푸아뉴기니에서는 IPP 구도의 디젤 발전사업 PM을 수주하여 

2016년 현재 수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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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 성장 사업

1. Intro : 건축을 넘어 토목·첨단플랜트·친환경 분야까지

건설 산업은 경험과 실적이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요하다. 한 번 건설된 구조물은 오랜 시간 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발주자에겐 자신의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계자, 시공자는 물론이고 CM사를 선

정하는데도 경험과 실적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한미글로벌은 창업 당시부터 단순히 건축CM사업이 아니라 전체 “건설 산업 선진화”을 창업 이념으로 삼고 

시작했다. 건축분야 CM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건설사업 포토폴리오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작부터 알고 있었다. 

2000년 이후 국내 글로벌 기업들이 첨단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짐에 따라 첨단 제조설비를 구축

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첨단 부품 제조 산업들이 그것이다. 한미글로벌은 국내 대기업의 첨

단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인 탕정산업단지 조성사업(現 아산 디지털시티)에 2000년부터 참여해 단지 조성은 

물론 첨단 플랜트 공장 CM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반도체는 물론 가전,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첨단 제조 산업 

플랜트 건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한미글로벌은 이러한 사업에서 한 번의 프

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의 사업을 도와주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긴 시간동안 고객

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보수적인 국내시장보다는 중동시장에서 먼저 진출을 시

도했다. 2012년 이라크에서 한미글로벌과 글로벌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이라크 정부가 발주한 Khabat 300MW 

화력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수주함으로써 이 분야 진출의 큰 바탕이 되었다. 2017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 프

로젝트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화력발전소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2016년 용역비 187억 규모의 고성 그린

파워 화력발전소를 수주할 수 있었다. 화력발전소외에도 풍력, 태양광, LNG는 물론이고 중소규모 민자발전사업

(IPP : Independent Power plant)에도 진출하여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창업 초기인 1997년 부산 신항만 CM을 미국 파슨스와 함께 수주하여 국내 SOC/Infra 시장에 진출하였다. 

하지만 국내 SOC 시장은 공공 주도로 이루어져 CM 진출이 어려웠다. 도로, 철도, 수자원, 전력 등 대부분의 

SOC 사업이 공공기관 주도로 시행되었다. 한미글로벌은 공공기관의 용역업체로서의 업무 수행보다는 민간 투

자자 등의 기술자문 역할을 통해 역량을 확충해 나갔다. 민간 자본 주도의 산업단지 개발, 기업도시개발의 PM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외 항만, 공군 기지 등의 사업을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한미글로벌은 건설사업의 지속가능한 역할을 하기 위해 친환경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초기에는 친

환경 관련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친환경 인증 컨설팅을 시작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6

년 현재 독자적인 친환경 기술개발 및 전문 분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 산업은 다양하다. 다양한 분야에서도 선진화, 효율성을 추구하고 발주자의 사업 성공과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고려하는 한미글로벌의 CM 서비스는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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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단 제조설비 사업

가. 개요

한미글로벌은 국내 글로벌 기업이 추진한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제조 플랜트 사업관리 역량을 쌓아왔다. 

고객사의 제품 특성상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완제품 등 다양한 상품의 플랜트 건설이 필요했고, 요구하는 

기술 수준의 스펙트럼도 넓었다. 

특히 고객사의 글로벌 현지 제조라인 구축 전략에 맞추어 동반 해외진출을 감행함으로써 프로젝트 관련 기술

축적과 더불어 다수 국가에서 해외사업 수행역량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첨단 

제조설비산업의 유사 포트폴리오의 고객사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고, 단순히 건축분야에만 국한하지 않은 

폭넓은 CM사업 추진 역량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제조 설비분야로는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패널, 휴대폰 부품 등이며 새로운 플랜트 신설과 더불어 

기존 플랜트의 Retrofit 공사 CM을 수행해 왔다. 또한 전문분야별 기술용역으로 각종 자재의 단가조사 및 프

로세스 개선, 발주자 지급자재 관리, 품질관리용역 등을 수행했다.

고객사 별 보안 정책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싣지 못하지만, 주요 프로젝트 중심으로 

쌓아온 경험과 첨단 제조 플랜트 CM역량을 알아본다.

나. 반도체 및 가전 제조 산업

▼ 중국 천진 반도체 신공장

 

프로젝트명 중국 천진 반도체 신공장

위치 중국 빈해신구 서구 강태로

발주자 삼성전자

대지면적/연면적 315,525㎡ / 110,188㎡

제조 상품 반도체 생산

공사기간 2012. 5 ~ 2013. 5

프로젝트의 목표를 공사비 절감목표 달성, 설계검토를 통한 설계변경 최소화, 선제적 품질관리를 통한 최고의 

품질 확보, 고객사 가동 일정을 고려한 공기 준수로 설정하여 업무를 수행했다. 

공사 전 단계에서 현지 업체를 사전 선정하여 설계와 시공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설계관리를 수행했고, 공기

관리를 위해 준공 및 생산 돌입 시의 사후관리 단계 일정까지 고려하여 단계적 공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

를 시공에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프로젝트의 주요 마일스톤 및 예정된 공사규모에 

대한 공기검토가 항상 사전에 이루어지도록 조정했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리스트화하여 대비하는 

전략을 취했다.

품질관리는 단계별 사전 검측을 통한 품질 하자 예방과 시공계획의 면 한 검토를 통해서 품질 문제 예측 

및 관리, 공종별 품질 기준 정립 및 품질보증 절차 이행, 품질보증실명제 도입 및 시행을 계획하였으며, 시공단

계에서 공종별 적합한 품질관리 기법 선정 및 적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품질, 공기, 원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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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와 품질 실험 및 검사의 규정을 설정하여 검측 및 시험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한미글로벌은 목표 공기의 준수와 더불어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없는 높은 수준의 품질

을 확보한 공장 건립을 완수 할 수 있었고, 이후 중국에서 건립되는 발주처의 플랜트 시설 공사 다수를 선점하

여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인도 첸나이 가전공장

프로젝트명 인도 첸나이 가전공장

위치 인도 첸나이 지역

발주자 삼성전자

연면적 17,946㎡

제조 상품 전자 및 가전

공사기간 2014. 6 ~ 2015. 4

이 프로젝트는 총 연멱적 17,946 ㎡(5,425평), 상세 규모는 AC동 : 105m x 48m x 7.9m, VD동 : 108m x 

110m x 4.25m ,Clean Room : 75m x 27m x 3m (Clean Class 100,000), WM동 : 41m x 25m x 5.6m 인 

프로젝트이다.

공정관리는 AC동 건설공사는 K&K Contech Engineering Pvt. Ltd.와 2014년 7월 18일 계약 체결하여 

2014년 11월 30일 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AC동은 QA완료시점인 2014년 11월 27일에 맞추어 건물사용승인

을 득하였다.

VD동 개보수공사 도급계약 역시 동 시공사와 2014년 10월 31일 체결하여 2015년 1월 31일까지 공사완료를 

목표하였으나 발주처 요청에 의한 2개월 공사 중단 및 설계 변경으로 공기가 연장되어 2015년 4월 2주 Dock 

확장 및 AHU 2번 실 이설 공사를 완료하였다. 

WM동 건설공사 도급계약도 동 시공사와 2015년 2월 12일 체결하여 2015년 4월 20일까지 공사완료를 목표 

하였다. WM동 설비 시운전을 2015년 4월 3일자로 완료하였고, 4월 1주부터 생산이 시작되었다. 2015년 4월 2

주 사무실 마감 공사를 끝으로 프로젝트를 종료하였다.

▼ 베트남 옌빈공단 휴대폰 공장

프로젝트명 베트남 옌빈공단 휴대폰 공장

위치 베트남 옌빈 공단

발주자 삼성전자

연면적 540,000㎡

제조 상품 핸드폰 전기부품 생산

공사기간 2013. 4 ~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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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휴대폰 공장은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Fast Track 기법을 적용하여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CM단은 

초기에 프로젝트 특성에 대한 정보 부족과 약 3개월 동안 지속되는 베트남 우기 일기에 대한 대응책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CM단은 초기 실수를 신속히 인정하고 발주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할 것을 호소했다. 주 공장동 시공사와 부대시설 시공사로 이원화된 시공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파트너링 방식을 도입했고, 그 결과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웠던 2014년 2월 말 준

공을 다 함께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현지 업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연 요소들을 사전에 시공사와 함께 

관리함으로써 공기 준수와 함께 최적의 품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 디스플레이 및 소재 제조 산업

▼ 삼성 SDI 천안 PDP 공장

프로젝트명 삼성 SDI 천안 PDP 공장

위치 충남 천안시 성성동 

발주자 삼성 SDI

연면적 95,018㎡

제조 상품 PDP 패널 및 부품 생산

공사기간 2000. 7 ~ 2002. 2

삼성 SDI는 CM을 도입하여 천안 PDP 공장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계약자가 된 CM단은 삼성그

룹 공사와 기존 건설시장 공사비, 시공 및 설계현황을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반영하여 보

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추진했다. 

원가관리의 경우 사전 공사비 검증, 계약지원, VE제안, 공사비정산 지원 등을 하였고, 공정에서는 Sure Trak 

Program을 활용한 Milestone Schedule 관리, 일일결산 및 주간단위의 진도관리로 Check-up Point 관리, 주

요 Issue별 잔여작업일정 공지 등을 수행했다. 

품질 및 안전관리는 정기적인 품질 및 안전 Patrol 점검을 통해 시공검사 및 대안제시를 하였으며, 매주 시

공사와 정기회의 시 CM팀의 시정지시 및 제안사항을 발표하고 보완결과의 확인을 통해 추적관리를 하였다. 특

히 공종 간 인터페이스 되는 작업의 오류방지를 중점 관리하였고,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안제시 등 기술자문 

및 지원을 하였다.

설계검토에서는 미국 파슨스사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문제점 발굴과 대안제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그 결

과 CM의 개선제안 VE중 68%가 반영되어 원가절감을 시행하였으며, 설계검토를 통해 경제적인 설계 및 공사

비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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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코닝정 유리 아산 2공장

프로젝트명 삼성코닝정밀유리 아산 2공장

위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발주자 삼성코닝정 유리 (現 코닝정 소재)

연면적 350,477㎡

제조 상품 LCD 기판용 특수 유리 생산

공사기간 2000. 12 ~ 2003. 1 

삼성코닝정 유리(現 코닝정 소재)는 LCD기판용 정 유리를 제작하는 회사로서 경북 구미의 제1공장에 이

어 제2공장을 충남 아산에 건설하였다. 제2공장의 초기 토목공사단계에서부터 참여한 CM단은 각 Phase별로 5

차에 나뉘어 진행된 계약을 연속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제2공장 부지의 착수에서 완료까지 전체 프로젝트의 CM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최첨단 산업제품공단으로서 발주자는 최고수준의 품질관리와 클린룸

을 비롯한 특수설비에 대한 정 마감을 요구하였다.

최첨단 산업제품의 특성상 수반되는 촉박한 공기의 돌관공사와 수시로 변하는 마일스톤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법개선, 투입자원 조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였다. 이로써 각 단계별  증설공사를 모두 목표 일정 내에 

완료하여 발주사의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를 완수하였다. 또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기관리를 통

하여 공장의 조기 가동 및 높은 생산효율성을 이루는 데 기여하였다.

라. 기타 제조설비 사업

▼ BAT 사천공장

프로젝트명 BAT 사천공장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발주자 BAT Korea

연면적 21,214㎡

제조 상품 담배 생산 시설

공사기간 2001. 9 ~ 2003. 2

영국의 British American Tobacco(BAT)가 발주한 BAT Korea Factory 건설프로젝트는 CM사인 한미글로

벌이 공장부지 선정 단계부터 참여하여 부지조사, 현장실사, 프로젝트 행정관리, 설계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 

감리 등 사업의 전 단계에 서비스를 제공한 프로젝트이다.

발주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CM을 3단계로 구분하여 발주하였다. 1단계에서는 공장부지 선

정을 위한 조사, 평가 및 최적현장의 추천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2단계는 시공 전 단계 CM으로 설계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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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포함한 개념설계 및 계획설계 관리, 설계검토 및 VE, Design&Build 계약자 사전자격심사 및 선정, 입

찰 및 계약서류 작성, 입찰업무의 관리 및 검토, 상세 부지 및 지질조사 등을 하였다. 그리고 3단계는 시공단계

의 CM으로서 프로젝트 행정관리, 설계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 부지조사, 현장실사, 감리 등을 수행하였다. 외

국의 유사 공장건설 프로젝트에 비하여 15% 절감된 금액으로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철저한 공정관리로 공기를 

단축하는 한편 준공 후 1개월도 안 되어 생산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업무수행과 

신뢰를 바탕으로 물류센터(Warehouse), 공장 개보수 작업 등을 추가로 수주하여 완공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은 한미글로벌의 탁월한 관리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더욱 중요한 요인은 사업관리

의 모든 권한을 CM사에 위임한 발주자의 신뢰에서 기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발주자에게 한국 CM업체

의 능력을 입증시킨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민간시장 뿐만 아니라 공공시장에서도 CM활성화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

▼ 기타 특수 제조 공장

한미글로벌은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제조 공장 건설사업에 CM용역을 수행했다. 산업용 장비, 첨단 부품부

터 일반 소비재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조산업의 공장 건설에 참여해 발주자의 시업 성공의 기반을 구축

하는데 일조 했다. 다음은 주요 제조 산업별 공장 수행 실적이다.

주요 수행 프로젝트 제조품 생산 분야

군산 MCC Coselle 공장 압축 천연가스 저장 용기 생산

북경 경동 나비엔 제2공장 가정용 보일러 (가스, 기름) 생산

삼성 SDI 중국 서안 배터리 공장 증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인도 푸네 효성 차단기 공장 고압, 저압 산업용 차단기 생산

조비 울산 공장 농업 및 원예용 비료 생산

중국 코스맥스 공장 / 콜마 공장 스킨케어, 메이크업 등 화장품 생산

두산 인프라 코어 군산 신공장 대형굴삭기, 지게차 생산

한국 다우케미칼 천안공장 신축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초 부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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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가. 개요

최근(2015~2016) 일시적인 저유가 기조로 인해 에너지 정책의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의 BRICs 외에도 동남아 및 중남미 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의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필연적으로 발

생할 현상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및 발전분야 투자의 필요성은 지난 10년 간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

된 사안이다. 한미글로벌은 당 분야의 가능성 및 미래 성장동력을 인지하고 기존 민간 토건분야의 경험과 성공

적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2009년 해외마케팅본부 내에 플랜트 부서를 신설하였다. 

2010년 동 본부 내에 인프라 담당부서를 두어 오만 Dry Dock, 부산 신항만 및 동두천 LNG복합 화력발전 

LTA용역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2015년 에너지·인프라사업부로 확대, 개편하여 해외 발전플랜트, 신재

생에너지사업 및 공항재건사업 등의 대형 사업을 수주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발전, 신재생 및 플랜트, 인프라 분야의 영업과 운영을 분리했던 조직 구조를 2015년 전사 사업부 체제 출범

과 더불어 확대 개편하여 운영 업무까지 일원화하여 수행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에너지·인프라사업부 조직은 

Power, Renewable & Plant 및 Infrastructure 3개 영업담당부서와 운영부서 및 기술지원의 3개 부서로 구성

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인프라 분야 CM 용역 외에도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목표로, 중소규모 민자

발전사업(IPP: Independent Power Plant) 진출에도 역점을 두어왔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세계적인 성장을 염

두에 두고 신시장 개척 역시 포기하지 않은 결과 2010년 이후 각 분야의 소기의 실적을 쌓을 수 있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IPP사업 진출과,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지속적 수주를 통해 EPC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시운전(Commissioning), 운영 및 유지관리(Operation & Maintainment)사

업을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된 밸류 체인(Value chain)을 구축하는 것이 당 분야의 도전 과제라 할 수 있다.

 나. 발전플랜트 분야 

에너지 및 발전사업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사업으로 선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특히 동남아

시아와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 등에서 각종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진행 또는 계획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 한국을 고려하면 큰 성장 가능성이 잠재된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CM 실적이나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에서, 한미글로벌은 실적과 경험 축적의 장을 먼저 해

외에서 찾았다. 다음은 발전프로젝트 중 최근 완료/수행중인 주요 프로젝트이다.

▼ 이라크 Khabat 300MW Thermal Power Plant 

프로젝트명 이라크 카바트(Khabat) 화력발전소

발주처 이라크 전력청 (Ministry of Electricity)

위치 Erbil, Iraq (Kurdish Region)

발전용량 300MW Thermal Power Plant & 400kV Substation

용역내용 Owner’s Engineering

수행기간 2012 ~ 2017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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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의 전력청(MOE)이 발주하고 한국석유공사(KNOC)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본 사업

은 이라크 북부 아르빌(Erbil) 인근에 300MW 용량의 중유발전소와 이란 국경에 인접한 슐레마니아 인근 바지

안(Bazian)에 400kV 변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2년 9월부터 한미글로벌은 발주처인 MOE를 대신하여 

자체 인력을 기반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남아공 등 Global 전문 인력들과 함께 Owner’s Engineer로서 

Design Review 및 Project Management & Construction Management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쟁 및 테

러 등의 불안정한 정세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말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동두천 LNG 복합화력발전소 기술자문용역

프로젝트명 동두천 LNG 복합화력발전소

발주처 국민은행

위치 경기도 동두천시

발전용량 1,716MW (940MW x 2기)

용역내용 LTA

수행기간 2013 ~ 2015

본 사업은 동두천 인근에 940MW급 2기의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동두천드림파워(DDP)가 건설하는 프로젝

트로서 본 사업의 대주단 주관사인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파이낸싱 단계에서의 기술타당성, EPC 공사단계에서의 

공사진행의 적정성 및 O&M 단계에서의 운영의 적정성을 매월 검토하여 기술자문하는 용역이었다. 이를 통해 

한미글로벌의 PM&CM뿐 아니라 사업 전반적인 모니터링 및 사전위험요인 분석능력을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고성 그린파워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명 고성 그린파워 화력발전소

발주처 고성그린파워(주)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발전용량 2,000MW(1,040MW x 2기)

용역내용 CM + CS

수행기간 2016 ~ 2022 (예정)

고성 그린파워 화력발전소는 한국남동발전, SK가스, SK건설, KDB인프라자산운용 출자로 설립된 고성그린파

워㈜에서 건립하는 2,000MW (1,040㎿x2기) 석탄화력발전설비로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 109만㎡(약 

33만평)에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4.5조원이며 한미글로벌이 용역비 187억원(부가세 포함)에 수주한 대

형 프로젝트이다.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수주는 지난 2014년 5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발전 분야 CM용역에 대한 조

달청 입찰 최초 사례이자, 대형 석탄화력발전소 CM 용역분야에 대한 민간업체의 최초 참여 사례로 관련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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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본 프로젝트를 교두보로 삼아 추후 중대형 발전소 CM용역의 공공입찰 의무화 및 표

준절차 적용 가능성이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류는 지난 2세기 동안 2차례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동적 에너지생산을 위한 원료를 화석연료(1차 산업혁

명 때 석탄에서 2차로 넘어오면서 석유로 이동)에 의지해 왔으나 이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문제의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

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 중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온실 가스를 감소시키는 것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는 주요 활동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에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인류의 미래를 신재생에너지에 달렸다는 신조를 기조로,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하고 있다. 2030년에 신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이 36%을 달성하게 되면 지구 온난화 한계 온도의 2도를 확보 및 

유지하는 조건인 온실가스의 발생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가 단순히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정되고 있지만, 교통수단, 냉방, 난방 등과 같이 

에너지가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활용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다.

▼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명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단지

발주처 SK D&D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발전용량 30MW (풍력발전기 3,000kW 10기)

용역내용 CM + CS

수행기간 2014 ~ 2015

민자발전사(SK D&D)가 발주한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은 국가의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정책 및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보급 육성정책 일환으로 2013년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이어 2014년 3월 

착공, 2015년 2월 준공하였다. Green Developer인 SK D&D에서 제주도에 30MW급의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한

다는 정보를 접한 후 수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발주처의 담당자와 면담을 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CM의 장점 및 발전 사업에 있어서의 Engineering, Manufacturing, Supply Management의 중요성에 대해 

발주처 주요 담당자와 더불어 경영진에게 어필하였다. 특히 풍력발전기 벤더사가 외국회사인 것을 고려하여 한

미글로벌이 가진 해외경험 및 우수한 인력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눈 결과 발주자 측이 신뢰를 갖게 하는데 성

공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풍력발전 건설사업관리 경험이 있는 다수의 업체와 지명경쟁입찰을 하였고, 마침내 

2014년 3월 10일 수주를 확정지었다. 이 프로젝트는 한미글로벌이 풍력발전 건설공사 CM을 수주한 첫 번째 

사례로서, 풍력발전 실적이 없음에도 그 동안 국내외 유수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탁월한 역량과 우

수인력을 바탕으로 만들어 낸 쾌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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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조 태양광발전사업

프로젝트명 일본 도조 태양광 발전사업

발주처 Mega Solar Factory

위치 일본 히로시마 쇼바라시

발전용량 33MW 고정식 태양광발전시설

용역내용 CM

수행기간 2014.07. ~ 2015.09

일본 도조 태양광발전사업은 한국 건설사업관리업체로서는 최초로 일본시장의 CM분야에 진출한 의미있는 프

로젝트로서, 히로시마 지역의 방치된 폐 골프장 부지에 33MW급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였다. 한일합

작기업인 MSF가 발주한 사업에서 한미글로벌의 기술력과 프로젝트 관리능력을 발휘하여 2015년 9월 준공 이

후 상업 발전 중에 있다. 

당 사업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기존 일본 네트워크, 강력한 일본 진출 도던의지를 바탕으로 OTAK JAPAN을 

2015년 9월에 설립하였다. 그리고 설립과 동시에 본사에서 일본 키리시마 태양광발전사업의 CM용역을 수주하

는 쾌거를 이루어 향후 당 분야 성장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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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OC/인프라 사업

SOC/인프라사업은 창업 이듬해인 1997년, 부산 신항만 1단계 사업의 CM 참여를 시작으로 국내외 항만과 

조선소 건설 사업, 산업단지 조성, 수처리사업, 항만터미널과 공항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자랑

한다. 

부산 신항만 사업은 기존의 부산 컨테이너항만을 신항지역으로 이전하는 국책 사업으로, 한미글로벌은 1단계

와 2-3단계 그리고 현재 2-4단계 사업에 이르기까지 한미글로벌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참여하여 발주자의 건

설사업 성공에 기여하여 왔다.

단지 조성사업은 2000년 삼성전자의 탕정 산업단지(現 아산 디지털시티)를 시작하여 2015년까지 1단계 사업

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산업단지 프로젝트로는 군포산업단지,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등이 있으며 기타 경도해양관광단지, 무안기업도시개발 PM, 무안 통합의학단지 PM 등이 있다.

해외에서는 오만이 남부 산업 개발의 중심지로 삼은 Duqm 시에 건설된 Oman Drydock 건설 사업과 말레

이시아 PETRONAS가 자회사를 통하여 확장과 현대화를 추진한 Johor Bahru MMHE Yard Optimization 사

업 등 항만과 조선소 건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자로서 경험을 쌓아 갔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Long Beach)항 곡물 터미널 사업(2013년)에도 참여하

였고, 국내 최초의 석탄 사일로 사업(광양항 여천부두 석탄 사일로 DD/LTA 용역, 2014년)에서 재무적 투자자

와 사업시행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기술 자문을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 현재, 이라크 바그다드로부터 약 50km에 위치한 공군기지 재건 사업 참여를 통하여 전쟁으로 피폐

해진 이라크의 국토 재건을 함께 하고 있다. 이 기지는 복구뿐만 아니라 추가 활주로를 건설하여 수십 대의 전

투기와 전략폭격기까지 한 번에 이착륙까지 가능한 이라크 최고의 공군 기지로 거듭날 것이다. SOC/인프라사

업에서 한미글로벌은 앞서 살펴본 보아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고 CM 불모지와 같던 영역에

서 CM의 위상과 역량에 대한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 탕정 산업단지(現 아산 디지털시티 1,2) 조성

프로젝트명 탕전산업단지 조성 1,2 단계

발주처 삼성전자(주)

위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 3리

연면적 2,314,060㎡

용역내용 CM / CM + CS / 전문 기술용역

공사기간 2002 ~ 2015 (연차 공사)

한미글로벌은 삼성전자 탕정산업단지 조성의 핵심 사업관리자였다. 플랜트 건설에 국한하지 않고 부지조성, 

부지에 인입되는 인프라(전력, 상수, 하수),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전반에 걸쳐 한미글로벌의 모든 역량이 집

약되어 나타났다. 

약 100만평의 1, 2단지 부지조성 및 교량 개설, 하천개수, 폐수, 공업용수 인입, 전력, 통신, 가스관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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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y 관로공사의 설계, 시공관리에 사업관리자로서 참여했고 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각종 인허가 

업무지원 및 1,2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도면변경 사항 반영검토, 산업시설부지 녹지축 존치 안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고객사 사업 성공을 견인했다. 

2002년 12월 탕정용수공급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였고, 2003년 4월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하여,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관로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정수장, 배수지, 

유수지, 수질보호시설 및 각종 공동구와 Utility 공사를 수행하였다. 

2010년도에는 고도의 기술관리 업무역량을 바탕으로, 약 4천여평 규모의 345kV 변전소와 전력구 시설물(송

전선로, 배전선로 등) 책임감리 시공의 CM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환경관리 관련한 단지 

내 폐수처리장 건립, 증설 CM업무를 수행하여 2015년 12월 1단지 준공인가 승인을 득하였다.

▼ 항만 관련 프로젝트

부산신항만 컨테이너 터미널  1, 2-3, 2-4단계

발주처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위  치 : 부산시 강서구

규  모 : 50,000 DWT X 3선석(1,050m X 6,000m)

서비스 : CM / LTA

오만 조선소

발주처 : Oman Drydock Company

위  치 : Duqm, Oman

규  모 : Drydock 410 X 95m, 410 X 80m,

        안벽 2,800m, 건물 36개동, 크레인 12대

서비스 :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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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환경 사업

가. 개요

증가하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따라, 국내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기반으로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면서, 건축물에서도 친환경/에너지절감 관련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 되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국가적인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회사의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삼고자 2009년부터 친환경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9년 엔지니어링실 주관으로 친환경 사업을 시작하여, 2010년부터는 엔지니어

링실 내 친환경 그룹으로 별도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2011년 친환경 사업팀, 2013년 친환경 사업부를 거처 

2015년부터는 엔지니어링실 내 친환경그룹으로 재개편되어 친환경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친환경 사업의 확장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2011년 당시 국내 친환경 분야 1위 업체인 에코

시안을 계열사로 인수하였다. 에코시안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관리 컨설팅 및 관련 연

구를 기반으로,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고, 건물 에너지 진단 

업무, 친환경관련 인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설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아크, 건설 사업비 관리 전문 회사인 터너앤타운젠드 코리아

(Turner & Townsend Korea), 글로벌 환경 컨설팅사인 이알엠(ERM), 에너지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지쇼설계 등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컨설팅의 전문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 컨설팅의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친환경사업 관련 네트워크 : 자회사 및 제휴사

 

한미글로벌은 친환경/에너지 절감 구현을 위한 에너지 절감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친환경 네트워크와의 연계

를 통해, 에너지 절감 관련 건축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친환경 시장을 개척한다는 차원에서 에너지절감 컨설

팅 역량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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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감 프로세스

2016년 현재 친환경건축물 인증 컨설팅, BEMS 구축 업무를 기반으로 커미셔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진출하

였으며, 친환경분야 신사업 발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의 지향점은 독립 사업조직으로

서 자생력 확보라는 목표와 함께 CM업무의 차별화 요소를 갖추어 한미글로벌의 사업적 외연과 역량을 제고하

는데 있다.

나. 친환경건축물 인증 사업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국가별로 친환경건축물을 정의하고 적용조건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인증 하는 제도로

서 우리나라에서는 녹색건축 인증과 함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미국의 LEED 인증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친환경 인증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분야로서, 특히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미국의 친환경 인

증 제도인 LEED의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인증 시스템으로서 국내에서도 많은 프

로젝트에서 적용되고 있다.

▼ LEED(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미국 USGBC(United State Green Building Council)에서 개발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로서 전 세계적

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다. 부지선정/물사용/에너지사용/자재/실내공기질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

으며 친환경 건축물 구현을 위한 가장 체계적인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2009년 서울시 중구 센터원 빌딩에 

대한 LEED 인증 컨설팅을 시작으로 25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오피스, 공장, 공동주택, 연수원, 데이터센터, 연구소, 호텔, 클럽하우스, 학교, 복합리조트,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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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물류센터, 어린이집 등 다양한 건축 용도에 부합하는 LEED Certified, 

Silver, Gold, Platinum 인증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Naver 춘천 IDC

의 경우 Platinum 등급으로 Data Center로서 세계 최고의 점수와 에너지

절감을 실현함으로써 한미글로벌의 LEED 인증 컨설팅 역량을 한층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LEED 인증 컨설팅 수행실적

수행 년도 프로젝트명 인증형식 인증등급

2009 센터원 CS / v2.0 Silver

삼성테크윈 창원 터보압축기 공장 NC / v3 Silver
2010 웅진에너지 대전 2공장 NC / v3 Silver

삼성코닝정 소재 복지동 NC / v3 Silver
2011 송도 D17-1/18 BL. 공동주택 NC / v2.2 Certified

송도 F13/14/15 BL. 공동주택 NC / v2.2 Certified

Naver 춘천 연수원 NC / v3 Platinum

Naver 춘천 IDC NC / v3 Platinum

SK 판교 Eco-Hub NC / v3 Platinum

신한금융그룹 데이터센터 NC / v3 Gold

탕정 사원아파트 3단계 NC / v3 Silver

부산롯데타운 타워동 NC / v3 Gold
2012 마이다스카운티 클럽하우스 NC / v3 Silver

송도 F21/22/23 BL. 공동주택 NC / v2.2 Certified
2013 충남 삼성고등학교 School / v3 Silver

삼양 판교 R&D 센터 NC / v3 Silver

SCK-3 공장 NC / v3 Silver
2014 SK 쿠웨이트 CFP NC / v3 Certified

LOCZ 영종도 복합 리조트 NC / v3 Silver
2015 송도 아트센터 NC / v3 Silver

송도 E5 BL. 공동주택 NC / v3 Certified

부천 오정 물류센터 NC / v3 Silver

아산 직장 어린이집 NC / v3 Silver
2016 송도 아라플라자 CS / v3 Certified

일산 원흥 물류센터 CS / v3 Gold

 

▼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국내에서 개발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로서 부지/에너지/유효자원/우수/환경관리/생태/실내공기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 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한 평가는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성능지표(EPI, Energy 

Performance Index)를 인용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국내 친환경 관련 기준은 해마다 강화 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빌딩을 목표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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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이며 건축주 입장에서도 운영

비를 절감함으로서 얻어지는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미글로벌이 수행하는 친환경 관련 인증업무는 단순한 인증 대행 

업무를 떠나, 최적의 에너지 절감 건축물 구현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

하여 건축주의 이익을 최대화 하고, 환경보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 국내 친환경 관련 인증 수행실적

수행년도 프로젝트명 인증종류 인증등급

2010 KAIST 기초과학동 녹색건축 우수

삼성전자 R5 프로젝트 녹색건축 우수
2011 삼성전자 DSR 프로젝트 녹색건축 우수

SK 판교 Eco-Hub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최우수/1등급
2012 KAIST 김병호 IT 융합 센터 녹색건축 우량

을지로비지니스 호텔 녹색건축 우수

신사동 인우빌딩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우수/1등급

세종메디컬 빌딩 녹색건축 일반
2013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청사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우수/1등급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사옥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BF 최우수/1등급/우수

제일모직 강남 사옥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일반/3등급

BMW 드라이빙 센터 녹색건축 우수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우수/2등급

삼양판교 R&D 센터 녹색건축 최우수
2014 새문안교회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최우수/1등급

강남 센트럴 푸루지오 녹색건축 우수

삼성전자 R5 프로젝트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LOCZ 영종도 복합리조트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우수/2등급
2015 대명문정지구 4-2, 4-3 BL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우수/2등급

하나은행본점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최우수/1등급
2016 부천 오정 물류센터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우수/1등급

방배 마에스트로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최우수/1등급

부경 양돈 축산물 유통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일반/2등급

일산 원흥 물류센터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우수/1등급

 

  

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및 시설물관리시스템(FMS) 

BEMS와 FMS는 실내환경과 에너지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건물관리시스템으로, 에너지의 소비량과 장비나 

시스템의 운전상태 등을 모니터링한 후 평가를 거쳐 다양한 에너지소비량 분석과 비효율적인 장비 및 시스템의 

파악과 자동제어 최적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면서 에너지 낭비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시스템이다.

한미글로벌은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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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국내 최고의 구축 실적을 기반으로 성능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와 

관련한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역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BEMS/FMS구축 실적

수행년도 프로젝트명 구축 내용

2010 센터원 BEMS
2011 국립생태원 BEMS/FMS

N-Square NHN BEMS

SK 컴즈 FMS
2012 오산물류센터 BEMS

신한금융 데이터센터 BEMS

판교 넥슨사옥 BEMS

아이포타 사옥 FMS

Naver 춘천 IDC BEMS

아모레퍼시픽 상해공장 FEMS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BEMS
2013 농촌진흥청 연구단지 1,2,3,4,5 공구 BEMS/FMS

연합미디어센터 BEMS/FMS

아이코닉스 BEMS

신한금융 데이터센터 FMS

SK Networks BEMS

한국 소비자원 BEMS

삼성 전자소재연구소 에너지 컨설팅

한국전력 본사 신사옥 BEMS

SK 판교 Eco-Hub BEMS

2014 LH 공사 신사옥 BEMS

역삼동오피스텔 BEMS

명동 M Plaza 호텔 BEMS
2015 푸르메 어린이재활병원 FMS/SI

인우빌딩 BEMS

명동 IBK 빌딩 BEMS/FMS
2016 파르나스 호텔 BEMS

대전 아모레 코스비전 BEMS

용산호텔 BEMS

  

라. 커미셔닝 및 에너지 절감 컨설팅

커미셔닝(Commissioning)은 대상 건축물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축물이 건축주의 요구사항 및 설계의도에 맞는 성능이 발휘되도록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또한 SOO(Sequence Of Operation)를 작성하여 시퀀스별 시운전 확인을 통해 

최적 상태로 건축주에 인수인계가 되도록 한다. 국내에서도 커미셔닝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글로벌

은 20여건의 LEED인증용 커미셔닝 실적을 통해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2015년 9월 국내 최초로 별도의 커미

셔닝 용역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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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은 에너지 절감 프로세스의 개발 및 CM 기반의 분야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에너지절감 또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갖추고 있어, 향후 친환경 사업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

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통합설계 프로세스 수립,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 

시스템 설계 및 설계 관리, 최적시공을 위한 Checklist 개발 그리고 최적 운영을 통한 에너지 절감 실현의 역

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키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마. 그린 리모델링

범국가적인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향후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및 의무화

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되는바, 기존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에너지 절감 등의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

고 이를 실행하고 확인하는 절차의 필요성이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미글로벌은 그린 리모델링 

기법을 연구하여 리모델링시 에너지 절감 건축물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를 개발하였으며, 건

축주에게는 프로젝트 현황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옵션(Option)형 사업모델 개발

을 추진하고 있다.

▽ 그린리모델링 사업 모델

바. 친환경 사업의 미래

세계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25년부터는 모든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의무화하는 기준을 발표했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

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존 건축물의 단순한 리모델링을 

떠나, 에너지 절감에 포인팅 된 그린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어 놓고 있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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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미글로벌 역시 그린 리모델링을 특화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단계에서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으로 국한되어 있는 현 사업방향에서 운전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

으로 에너지 절감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건축물관리 측면으로의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며, 최적 운영의 전제적인 

조건인 에너지 관련 최적 운전 상태를 확인하는 커미셔닝 사업에도 선제적인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현재, 친환경사업은 건축물에 대한 컨설팅 분야로만 치중되어 있으나, 컨설팅 분야를 넘어 솔루션을 직접 제

공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IT 기반의 서비스 사업 개발, 건축물을 넘어 환경 전반에 대한 사업 영역 등으

로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향후 현재의 시장 한계를 넘어 다양한 친환경 포트폴리오를 갖춘 글로

벌 기업으로써 성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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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다각화 전략사업

1. Intro : 단순 용역을 넘어 시공 & 개발, E-Business까지

건설 산업에서 CM의 역할은 다양하게 펼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단순한 용역형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CM의 역할은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무궁무진하다. 한미글로벌은 이러한 CM의 특성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 

2003년 개발 사업을 위해 랜드마크디벨럽먼트(주)(LandMark Development Co.,Ltd) 설립을 시작으로 사업 

다각화를 시작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초로 선진 발주방식인 CM at Risk 사업을 국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CM at Risk 사업은 CM이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관리는 물론 시공까지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국내

법에 따른 건설사 면허를 2005년에 취득한 후 2006년 홈플러스 청주 중원점 프로젝트를 수주해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국내에 CM at Risk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그리고 발주자가 직접 전문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CM이 시공을 관리하는 사업관리형 CM도 도입했으나 종합건설업체 중심의 법·규정으로 인해 아직까지 

국내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대형 건설 사업 중심으로 적용되던 CM서비스를 중소규모 사업에서도 확대하기 위해 2001년부터 “e집 서비

스”를 시작했다. 2001년 7월 e집 사이트(www.ejip.co.kr)를 개설하고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CM서비스를 시

작했다. 이후 금융과 IT를 연계한 서비스로 확대하여 시장을 넓혀 갔으나 2010년 이후 CM at Risk 사업과의 

중복, 주거형 시장에 편향된 사업구도 등에 따라 기능과 조직이 재편되었다.

한미글로벌은 e집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했던 것처럼 IT를 이용한 건설 산업의 효율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9년부터 IT를 활용한 건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준비를 시작했으며 2015년부터 본격적인 IT 

Platform Business 사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참여자, 다단계의 복잡한 구조, 정보의 비대칭으로 상

호 불신과 불안산업으로 인식되는 건설 산업에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업체가 온라인 공간에서 직접 연결되는 건

설 산업 Platform을 구축하여 원가 절감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여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새로운 건

설 산업의 판을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6월 Platform Business를 위한 법인(가칭 “이노톤”)을 설립하

여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단순 용역이 아닌 건설 산업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한미글로벌의 사업 다각화 전략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

다. 투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책임형 CM(CM at Risk), 분양 위주가 아닌 운영까지 고려한 개발사업 그리고 

e-business인 Platform Business까지 건설 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은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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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형 CM 사업(CM at Risk) 

가. 사업 개요

CM at Risk 사업은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단계부터 시공전문가와 협업하여 설계관리를 통해 최적 설계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최대공사비 상한 보증액(GMP)를 제안하여 CM사가 주도적으로 공사 관리하는 방식이다. 

공사수행 과정에서 하도자 선정, 구매, 계약 등의 모든 진행과정을 사업주에게 공개(Open Book Policy)하여 

사업주가 주도적으로 공사를 관리한다. 이 방식은 CM사에 의한 설계-시공을 통합수행 및 일괄 책임을 부여함

에 따라 최적의 품질을 확보하고, 단일 사업조직으로 신속한 사업진행 및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며, 원가 공개

(Open-Book)로 투명한 공사 수행 및 추가이익을 제공함에 따라 사업주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 방

식이다.

▽ CM at Risk 비교

구분 시공자 일괄도급 CM at Risk

모델

형태

개 요 사업주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어 시공하
는 전통적 계약 방식

사업주가 시공사 대신 CM사와 공사계약을 맺
어 CM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식

장 점 일괄 시공사에 단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비교적 책임한계가 명확함

익숙한 발주 방식

시공단계에도 사업주의 다양한 의사반영 가능
공사 전 과정을 Open하여 원가 상승 Risk를 

사전에 해소가 가능함

단 점 설계 변경시 과도한 공사비 요구
원가절감 및 공기단축에 적극적이지 않음

Open Book Policy에 대한 검증 등 사업주의 
행정 업무 다소 증가 필요

▽ CM at Risk 공사비 및 공기절감 효과

CM ar Risk의 공사비 및 공기절감 효과

사업예산내 최적설계도출
  - 사업주 요구조건과 사업 예산간 상충요소 조율
  - Value Engineering & Cost Management
적정공사비 산출에 의한 합리적인 공사비 결정
  - 실투입공사비 + CM Fee 협의
공사비의 투명한 집행, 정산단계 절감 및 금액 반환
  - Open Book System & Profit Sharing
설계단계 시공일정 계획 검토/수립
  - 적극적인 공사기간 단축방안 검토
입찰/계약일정 단축 및 공종별 공사 착수
  - 분리발주에 의한 Fast Track 적용
사업주 입장에서 적극적 공기단축 추진
  - 시공전 단계 사전 공사수행계획 수립
  - 공법개선 및 선진 공정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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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M at Risk 수행 과정

 한미글로벌은 당 사업방식 도입이 생소한 국내 실정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대상 프로젝트분야를 설정하였

다. 즉 설계 또는 공사비가 미확정 상태이나 목표완공일이 정해진 프로젝트, 예산에 준하는 맞춤형 건물을 원하

는 프로젝트, 중규모 건축물 프로젝트, 시공사의 브랜드 가치와 무관한 프로젝트, 건설 발주의 다양한 패턴에 

익숙한 외국계 프로젝트 등이 그것이다. 

한미글로벌은 CM서비스의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및 장기적인 성장성 확

보, CM시장의 선점 및 건설산업 패러다임 변화 주도를 위해 2004년 6월부터 CM다각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 해에는 TF를 구성하여 미국형 CM for Fee 적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사업다각화 진출방안을 준

비하였다. 2005년에는 전략사업본부 내에 CM다각화 전담부서를 조직하여 추진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하여 수

주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 들어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국내마케팅본부 내에 CM 다각화 팀을 정비하고, 건

설업면허 취득 등 CM at Risk의 추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2006년 1월 수주한 삼성테스코 청주 중원점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의 CM at Risk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

트는 일반적인 단독점포가 아닌 복합개발 점포였다. 이해당사자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M/D Layout 변경

에 따라 시공도면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발주자는 예산 내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줄 시공사가 필요하

였다. 더불어 원공사인 중원호텔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준공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미글로벌은 오랜 업무수행 경험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였고, CM at Risk 도입

을 통한 분리발주 및 Fast Track 으로 사업예산 절감 및 정해진 공기내에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홈플

러스 중원점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논산점, 잠실점 1,2단계, 송탄점등을 연속하여 CM at Risk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물류센터, 오피스 등의 수행을 통해 CM at Risk 사업 초기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6년~2008년 까지의 기간은 CM at Risk 사업의 준비 및 사업 착수 단계라고 한다면 2009년 이후의 

사업은 본격적인 정착 단계였다. 다각화 운영팀을 신설하여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의 판매

시설, 물류센터에서 업무 수행 영역을 확장을 시도하였다. 그 대표적 성과로서 도시형 생활 주택 및 기타 특수 

프로젝트 수주 및 수행실적이다.

수주연도 프로젝트명 건물 용도

2006년 홈플러스 중원점, BAT 물류센터, 천일국제보세창고 판매 : 1 / 물류 : 2

2007년 홈플러스 논산점, 부산 SK 화물차 휴게소, 홈플러스 잠실점(1단계) 판매 : 2 / 물류 : 1

2008년 홈플러스 잠실점(2단계), 서울 종합과학대 캠퍼스, 대치동 106,

홈플러스 송탄점

판매 : 2 / 교육 : 1

업무 : 1

2009년 안성 용설리 스튜디오, 서울스퀘어 대수선, 척병원 업무 : 2 / 의료 : 1

2010년 김천 SK 화물차 휴게소, 헤이리 갤러리 “화이트 블럭”, 여수 제일모직, 

서울대 마에스트로, 동선동 오피스텔 경주건천 폐기물 매립장

물류 : 1 / 전시 : 1

주거 :２ / 공장 : 1

환경 : 1

2011년 미래생활 청원 공장, 부천 심곡동 노마즈하우스, 역삼동 677-4,

마에스트로 캠퍼스 타운, 신논현 마에스트로, 화성 반송동,

순천 SK 화물차 휴게소, 연신내 마에스트로, 이대 마에스트로, 

샘표식품 오송 연구소,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

물류 : 1 / 주거 : 7

공장 : 1 / 연구소 : 1

클럽하우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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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은 2015년말 기준 CM at Risk 방식으로 34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 하였다. 수행 프로

젝트를 살펴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판매시설, 물류시설, 오피스, 연구소, 미술관, 클럽하우스, 폐기물 매립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2013년 종합건설업 시공능력 평가에서 100위내 진입에 성

공하였으며, 탁월한 프로젝트 성과물에 경상남도 건축 대상제 금상(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2012년 미국 건

축가 어워즈(The American Architecture Awards) 및 2013년 파주건축문화상 (헤이리 갤러리 화이트 블럭)

등을 수상하였다. 이는 건설사업관리업을 영위하는 동종업계 현실을 넘어선 사업다각화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

다. 주요 수행 프로젝트

▼ 인천 씨티전기 공장

프로젝트명 인천 씨티전기 공장(2015)

발주자 씨티전기(주)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용도 공장 및 사옥

대지면적/연면적 5,649㎡ / 8,317㎡

규모 지상3층

용역내용 설계 CM 및 Lump Sum 방식시공

한미글로벌이 설계, 시공 전 과정에서 ‘책임형 CM’을 통해 건축주의 사업예산 준수와 디자인 요구사항 구현 

및 품질 확보를 달성한 프로젝트이다.

건축주는 공장이 집한 터미널 물류단지에서 돋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원했으며, 커튼월 유리와 메탈 판넬, 

갈색톤의 이중도장 판넬로 외관을 구성하여 입체감과 색의 조화를 통해 건축주를 만족시켰다.

또한 설계진행 중 발주자의 추가 요청사항 및 세부조건 협의에 따른 공사비 상승요인을 최소화하여 목표공사

비를 준수하였으며, 동시에 사옥 내부 마감 고급화 및 파일공사 최적화 등을 통해 품질 확보를 달성하였다.

수주연도 프로젝트명 건물 용도

2013년 남창동 교육시설 교육 :１

2014년 신공덕동 FPSB, 한진해운 여의도 증축공사, 인천 씨티전기　 공장 : 1 / 업무 : 2

2016년 주한 사우디 영사관 및 생활관 업무 및 주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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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마에스트로

프로젝트명 서울대 마에스트로(2012)

발주자 한미파슨스 마에스트로 PFV 1차

위치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용도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대지면적/연면적 1,167㎡ / 11,557㎡

규모 지하 3층, 지상 20층

용역내용 설계 CM 및 GMP* 방식 시공

 *GMP(Guaranteed Maximum Price) : 최대 공사비 보증방식

 서울대 마에스트로 프로젝트는 한미글로벌의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프로젝트로 국내 최초 2-day Cycle 

공법을 구현하였다. 2-day Cycle 공법이란 골조공사를 실제 작업일 기준으로 이틀에 1개 층을 끝내는 것을 말

한다. 특징으로는 보와 벽체를 최소화하는 기둥과 무량판 설계, 철근 선조립이 있다. 일반적으로 7~10일이 소요

되는 1개 층의 골조공사를 2일에 마치는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한 결과 약 30%의 전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분양일정 단축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2-day Cycle을 성공시킨 주요 

원인은 설계 단계부터의 철저한 사전 계획과 공사 착수전에 전체적인 생산 과정을 최적화 시키는 시스템 구축

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며, 이와 더불어 건설 공사를 둘러싼 이해관계, 적정 자재 생산 능력, 작업자의 숙련도

등을 프로젝트 여건에 최적화시킴에 따라 성공할 수 있었다. 

▼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

프로젝트명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2013)

발주자 ㈜한섬피앤디

위치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용도 골프 클럽하우스

대지면적/연면적 23,066㎡ / 15,101㎡

규모 지하2층, 지상1층

용역내용 클럽하우스 : 설계CM 및 Open 

book을 통한 Cost + Fee 방식 시공

18홀 골프코스 : CM 및 감리

본 프로젝트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재설계를 결정한 발주처의 사업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fast 

track 방식을 통한 책임형 CM을 적용하게 되었다. 설계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우선으로 하는 발주처 요청

에 따라 시공 상세(Detail) 검토, 공사비 관리, 하자예방 및 유지관리 최적화를 위한 검토를 설계 진행과 병행

하였다. 발주처의 의사결정을 위해 visual mock-up을 통해 비정형 백색노출콘크리트 외관을 구현하였으며, 

2014년 경남 건축대상 금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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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리 갤러리 “화이트 블록”

프로젝트명 헤이리 갤러리 “화이트 블록“(2011)

발주자 ㈜갤러리화이트블록

위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용도 문화집회시설

대지면적/연면적 1,570㎡ / 1,490㎡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용역내용 설계 CM 및 Lump Sum 방식 시공

한미글로벌이 기획, 지명설계경기, 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전 과정, 시운전 및 미술관 개관 등 모든 과

정에 걸친 ‘책임형 CM’을 통하여 건축주가 원하는 최상의 건축물을 구현한 프로젝트이다. 당사는 건축가가 독

특한 창작 의지를 최대한 발휘하여 갤러리 화이트 블럭이 예술마을 헤이리에서 최고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력하였다. 전면 커튼월 유리와 백색 판넬로 구성하여 심플하고 투명한 외관을 자랑하는 이 갤러리

는 2011 미국 건축가협회 건축디자인상(AIA New England Design Award)수상, 2012년 미국건축가어워즈

(The American Architecture Awards) 선정, 2013년 파주 건축문화상을 수상했다

CM at Risk 수행 수기 – 인천 씨티전기 공장

한영수 이사

내 건물을 짓는 진심으로 관통하다

인천 씨티 전기 공장 신축공사는 인천 터미널 물류단지에 위치한 사옥 겸 공장을 신축하는 프로젝트

입니다. 고객사의 20년 숙원사업으로서 사옥(공장+사무실)을 신축하는 건물이기에 직원들이 근무 시 쾌

적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강력했습니다. 또한 인천 터미널 물류단지 

내에 많은 건물들이 집해있어 총 공사비 대비 여타의 건물보다 우월한 품질과 외관으로 사람들의 이

목을 사로잡는 건물을 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CM단은 고객 요청 사항을 최우선으로 하며, 고객입장에

서 차별화를 느낄 수 있는 서비스와 품질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높은 수준의 고객만족을 이끌어 냈습니다. 자화자찬처럼 들릴까 우려도 되지만 다른 구성원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 파일 기초를 신뢰의 기초로

현장 CM단은 현장 지반이 매립지로서 연약지반이며 지질 주상도를 통해 30m 깊이에 전석층이 위치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을 인접 건물 침하의 주요 인자로서 파악하고 착공계 제출 전 전

체 기초 및 파일도면을 전면 재작성(파일 공법을 Smart Pile로 변경)하여 공사비상승요인 제거 및 품질

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파일의 근입 깊이를 40~50m로 연장하여 

지반 연암층에 안착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비 상승 없이 건물의 기초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추가 

원가상승요인 제거와 공사기간 단축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고객이 인근 건물의 하자와 비교하여 크

게 만족하게 된 첫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고객은 이미 인접 건물들이 침하가 발생하는 문제들을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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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는데, CM단이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 기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시공하는 모습을 보고 당사

에 대해 신뢰감을 갖기 시작했고, 더불어 전체 프로젝트 진행 중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게 되는 시발점

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 고객에게 먼저 묻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시공하다

설계도서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니즈(품질 및 유지관리, 운영상 문제점 반영)가 설계도서에 모두 반영

될 수 없기에, 모든 공사 시행 전 사전 미팅으로 고객이 기존 사옥에서 느낀 불편함과 품질불만, 유지관

리 과정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일이 시작되기 전에 변경하여 반영하는 

것이 추가 원가상승을 막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공 전 고객이 원하는 것을 청취하고 원 설계

를 변경하여 시공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지게차 탑승이 가능한 사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8개 엘리베이터 업체중 현행법

과 품질, 공사비 모두에서 최적인 업체를 수차례 검토 끝에 선정하였습니다.

2) 기존 사옥에서 고객사 직원들이 EHP성능 부족으로 개별 냉 난방기를 추가로 사용하던 불편함을 해

소코자 신축사옥은 사무실 냉난방시설(EHP)의 용량을 확대하였습니다. 

3) 바닥/천정 마감재를 예산 내에서 최대한 고급화 했습니다. 고객은 사무 공간 중 2층에 많은 인원들

이 근무하고, 손님들이 방문하기에 내부 인테리어를 고급화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CM단은 수장

업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고급화 방안을 고심하였고, 비용 증가요인이 가장 적은 형태의 방법을 찾

아 고객이 만족하는 수준의 마감을 이루어 냈습니다. 

4) 계단실을 고급화하고, 공장 마감을 변경했습니다. 공장이 주 용도인 건물이지만, 내 외부 모두 공장

보다는 Office 개념의 유려한 마감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5) 공장바닥 평활도를 확보하고 대형할인마트 수준의 고급스러운 마감을 실현했습니다.

   

■ 아름다움과 디테일의 완성

인천 터미널 물류단지에 집한 수많은 건물들 중 단연 돋보이는 외관을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

니다. 공장 및 물류창고가 대부분으로, 하나같이 같은 판넬 마감을 적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판넬 

마감에서 눈에 띄는 고급화를 예산 내에서 달성하기 위해 판넬 공사 입찰 전 총 5개의 업체와 수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업체마다 단가와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않은 고급스러움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협의

과정을 거쳤고, 우리의 제안사항을 수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업체를 컨택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설계도

서와 달리 모든 커튼월 및 창호에 외부 띠장 설치로 누수방지 및 입체감 있는 미려한 외관을 조성하고, 

자재의 고급화를 추진하였으며, 다우코닝 제품을 적용하여 코킹 오염을 방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씨티

전기 공장의 외관은 공장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 고급스러운 외관을 구현하였고, 단연 터미널 

물류단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아 고객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큰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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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야기한 것들이 사전에 설계변경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시공 중 고객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에 대해 설계도서에 없는 사항이라도 디테일을 개선하고 추가비용을 최소화 한 변경으

로 마감의 수준을 높이고 다음과 같이 고객만족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옥상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고객사 직원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 내고

  2) 문주와 Gate를 설치하여 출입구 미관을 향상시켰습니다. 

  3) 소홀하기 쉬운 PD, EPS실 벽체를 미장 작업과 바닥 하드너 설치로 깔끔하게 처리했으며

  4) ELV 기계실 바닥 에폭시라이닝을 적용하여 잘 보이지 않는 곳의 마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 고객 입주 업무 대행 지원

공사마감 업무와 계약공기 상 어차피 CM단이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사항이라, 고객의 입주업무(가구, 

설비 입고, 사인물, 보안시스템 등)를 대행 관리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 고객의 안심과 만족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 전 가구 납품업체인 한샘 측과 협의를 선행하여 모든 사무가구 결정 및 배치를 제안하고, 반입 

일정부터 배치까지 고객을 대신하여 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중가보다 약 20~30% 절

감된 단가로 구매가 가능토록 협의하여 약 4,000~4,500만원 이상 고객 구매비용을 절감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2) 공장내부 렉 설치와 관련하여 공장바닥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였고, 공사 완료 후에

도 깔끔한 현장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3) 외부 사인물 설치와 관련하여 대관 업무부터 사인물의 설치 안전성까지 검토하며 완료시켰습니다.

4) 보안업체의 전기 공사로 방화구역 및 배관 루트 훼손 우려가 있는 섹터를 관리하고, 공사 완료 후에

도 깔끔한 현장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내 건물을 짓는 마음으로 고객의 마음을 관통(貫通)

고객의 요구사항을 단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협의 및 노력을 기울이고, ‘내 건

물을 짓는’ 마음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CM단에 대해 고객은 매우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공사가 진행되

고 시간이 지나면서 CM이 고객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진심이 통했는지 마치 자기 직원처럼 생각하고 

협의와 대화에 임하는 고객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기술적 관리적 능력을 기본으로 갖고 그 

근저에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고 성심을 다하는 모습이 고객의 마음을 관통(貫通)할 때 고객만족의 길이 

열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현장CM단의 성공은 시공을 직접 수행한 협력사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

능하였습니다.  CM단과 한마음이 되어 안전/품질/원가 목표 달성을 위해 매일같이 노력해주시고, 고객

에게 더 좋은 건물을 선사하기 위해 성실히 임해주신 협력사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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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관리형 CM 사업

가. 사업관리형 CM 사업 개요

사업관리형 CM은 발주자가 여러 전문건설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공사에서 CM사가 발주자의 대리인으로

서 공사관리를 담당하며, 따라서 발주자, 설계자, CM사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CM

사는 설계를 검토하여 비용 및 공기를 조정하고, 조달과 입찰을 위한 프로세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하며, 건설사

업을 총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전문분야별 분리발주가 가능한 해외에서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으며 CM사의 전문관리 역량을 발휘해 공사비

와 공기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다. 발주자는 과도한 종합건설사의 Overhead & Profit를 배제함

으로써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CM사와 한 팀을 이루어 설계 및 시공단계에 VE 및 Buying Power에 의한 직

접비를 절감할 수 있다. 시공자 일괄도급방식에 비하여 10~15% 정도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사업관리형 CM 비교

구 분 시공자 일괄도급 사업관리형 CM

모델

형태

개 요 발주자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어 시공하
는 전통적 계약 방식

발주자가 전문건설사와 직접 계약하고 CM사가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써 공사를 담당하는 방식

장 점 일괄 시공사에 단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비
교적 책임한계가 명확함

익숙한 발주 방식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관리함으로써 획기적인 
공사비 절감 가능

시공단계에서도 발주자의 설계 변경 및 의사 반
영 / CM사가 설계를 통합 관리할 경우 발주자 
이익 극대화 가능

단 점 설계 변경시 과도한 공사비 요구
원가절감 및 공기단축에 적극적이지 않음

CM사의 역량에 따라 품질 및 원가 절감 차이 
발생 / 계약관리에 따른 발주자 업무 증가

나. 사업관리형 CM 수행 과정

사업관리형 CM 사업은 책임형 사업(CM at Risk)과 마찬가지로 2004년 6월부터 CM 다각화 사업의 일환으

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국내 관련 법·규정(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이 종합건설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

문분야별, 공종별 분리발주가 금지되어 있다 보니(개별법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공사 분야는 제외) 적용이 어

려웠다. 민간분야에서 사업관리형 CM을 적용하기 위해 2007년 주요 일간지에 신문 광고를 하는 등 홍보에 많

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존 종합건설사들의 반발, 법적인 제약조건(착공 신고시 인허가 관청에 신고된 시공사

가 시공 중 사고발생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때문에 국내에 정착되지 못했다.



제1장 사업부문
04. 다각화 전략사업

사업부문-78

      

[2007년 주요 일간지 다각화 사업에 대한 신문광고 및 관련 기사]

2007년 부산신호명지지구 2단계 1개 공구를 사업관리형 CM으로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자의 법

정관리 신청 등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 건설시 발주자가 사업관리형 CM 방식으

로 사업을 발주하여 한미글로벌이 시공관리를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관련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상해 한국인학교 LG Hub Logistic 공장(중국 남경) LG Innotek 공장(중국 연대)

삼성전자 헝가리 공장 삼성전자 멕시코 공장 삼성전자 인도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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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사업

가. 개발자회사(LMD) 설립과 발전과정

2003년 1월 27일 한미글로벌은 랜드마크디벨럽먼트(주)(LandMark Development Co., Ltd. 이하 LMD)를 

자회사로 설립하였다. 당시 대주주였던 파슨스와 서영기술단의 회사 설립 반대를 예상하여 CEO를 비롯한 전 

직원의 투자와 외부 투자 영입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았다.

LMD는 과학적인 기획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개발기획과 PF(Project Financing)에서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하

여 경제성이 높고 안정된 상품을 개발하고, 최신의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기법을 도입하

여 고객에게 최상의 개발상품을 공급하는 선진형 개발사업의 Leading Company를 지향하였다. 

LMD는 창립 첫 해인 2003년에 서울시 송파동에 한진로즈힐레이크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 시작하였는데 선

진 건설관리기법을 도입하여 2003년 말 어려웠던 부동산시장 상황을 극복하고 3개월 만에 아파트 100% 분양

이라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이후 한진 로즈힐레이크는 선도적인 건설관리 업무수행으로 2년여의 사업기간을 거

쳐 2005년 10월 사용승인허가를 득하였다.

LMD는 PF/분양 역량 외에도 건설 본연의 기술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2003년 5월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 사업관리기술지원’ 용역 업무를 수주함으로써 인프라 사업 PM 분야서도 뛰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2004년과 2008년에는 서울시에서 입찰 공고한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단지 내 초고층 랜드마크빌딩 건설

사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PF 사업에 국내 유력 금융사와 해외 투자자, 키테넌트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

성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비록 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으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메이저 건설사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던 당시의 트렌드를 벗어나 금융사와 해외 투자자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디벨로퍼가 

중심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시도는 충분히 의미있는 도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 LMD는 한미글로벌의 자체 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긴 한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토지발굴, 상품구성, 분

양대행, 입주관리 등 개발사업의 전 분야를 관여하며 4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서울대역 

마에스트로의 경우는 LMD가 분양대행사로 사업에 참여하여 분양개시 1개월 만에 292세대 전 세대 분양을 완

료하는 혁혁한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2003년 창업이래 LMD는 다양한 사업 경험을 통하여 개발사업 노하우와 전문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부동산 Trend에 맞는 상품개발과 단순 분양사업에서 벗어난 임대운영 방식 등의 다양

한 사업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한미글로벌의 시장 도전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국내 디벨로퍼 업계의 사업

전략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나. 마에스트로 사업

2008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싱글경제의 형성을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즉 ‘혼자 사는 사람’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는 시대이다. 우리 정부도 이런 트렌드에 맞게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 준주

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한미글로벌은 2009년말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근처 토지를 매입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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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292세대를 ‘마에스트로’(Maestro)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공급하였다. 당시 메이저 건설사에서는 

소형 주택 공급을 망설이고 있을 때, 빠른 판단과 정확한 시장분석으로 오픈 2주만에 100% 분양이라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소비자를 위한 차별화된 입면 디자인, 고급 커뮤니티(15층 휘트니스센터) 시설 제공, 세련된 인테리어 등 거

주자의 만족을 최우선 한 것이 분양 성공요인이었다. 

서울대 마에스트로 (2012) 이대 마에스트로 (2012) 연신내 마에스트로 (2013)

서울대역 서울대 마에스트로 성공에 힘입어 2012년 이대역 마에스트로를 준공했다. 총 53세대로 이화여대 

여대생들을 위한 여성 전용 소형주택 컨셉을 도입하였다. 혼자 사는 여성들이 가장 걱정하는 보안 시스템 구축

과 다양한 수납공간, 차별화 인테리어, 1층 로비 카페 제공을 통해 오픈 1주만에 100% 분양이 완료 되는 성공

을 이어나갔다. 

이후 다양한 언론매체에 소개되며 마에스트로 브랜드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연신내역 마에스트로(2013)는 

은평구에 10여년 만에 공급되는 213실 랜드마크 오피스텔로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일부 발생한 미

분양 오피스텔은 다른 건설사처럼 할인분양을 하지 않고 구성원 중심의 합자조합을 구성하여 운영사업을 추진

하였다. 합자조합에 투자한 구성원에게는 연6%의 수익을 보장하고도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향후 분양

사업 중심에서 운영 중심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험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다.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을지로호텔 개발사업

LMD는 기존 B2C(Business to Customer) 분양중심 사업에서 탈피하여 B2B(Business to Business) 사업

의 일환으로,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을지로호텔(2015)을 건립하여 운영 펀드에 선도 매각하는 사업을 완료 하

였다. 본 펀드는 LMD가 PFV를 만들고 미래에 완공될 비즈니스 호텔의 운영은 IHG(Intecontinental Hotel 

Group)의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인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군인공제회는 본 호텔이 

완공되면 522억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자금을 PF 대출 주선 하였다. 2015년 4월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명동호텔은 준공을 득하고 현재 객실 점유율 93% 에 육박하는 사실상 만실의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최초 입지 선정부터 시작하여 최적 컨셉의 호텔 규모 및 브랜드를 도입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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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을지로

프로젝트명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을지로

발주자 한미글로벌 PFV

위치 서울시중구 을지로 2가 101-1

용도 숙박시설

연면적 9,996㎡

규모 지하3층, 지상16층 / 224실

용역내용 PM

앞으로도 리스크 회피와 사업 내실화가 기대 되는 선도매각 및 운영사업을 LMD 개발사업의 한 축으로 지속

적 발전시킬 전망이다.

라. 개발사업의 현재와 미래

2016년 현재, LMD는 자본금 100억원을 증자하여 이수역 역세권에 420평 규모의 상업용지를 매입하여 2016

년 5월 분양을 목표로 ‘방배 마에스트로 주상복합’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본 사업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

양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상가는 초기 임대운영을 통한 활성화로 가치 상승 후 일괄 매각을 하는 계획으로 사

업 추진 중이다. 이는 도심지 개발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상가 미분양 리스크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새로

운 형태의 사업방식이라 할 수 있다.

미래의 개발사업은 판매자 중심의 개발사업에서 소비자 중심의 개발사업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기존의 개발

사업이 개발업자가 대량 생산한 주거나 상가 등의 상품을 선 분양하고 향후 운영에는 개발사업자가 관여하지 

않아 준공 후 개발 물건의 품질 저하 등이 이루어졌다면, 미래의 개발사업은 자본이 집약된 전문 디벨로퍼에 

의해서 지속가능하고 장기 운영에 초점을 맞춘 운영중심의 개발 사업으로 변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하여 개발사업의 자금조달도 대출 위주의 단기 자금 조달에서 투자 위주의 간접운영자금 즉, 펀드나 

리츠의 투자를 받는 개발 사업 자금 조달 구조로 재편되고 이는 개발 사업 수익성의 제고를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낼 것이다. 

디벨로퍼는 각 분야별 부동산 개발에 더욱 전문화 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본을 축적하여 단순 개발 사업

이 아닌 복합 운영 개발 사업의 총괄 지휘자가 될 것이다. 단순히 개발 단계에서 끝나는 근시안적인 사업구조

가 아니라 초기 개발사업 기획부터 자금조달, 인허가, 시공, 준공, 운영, 자금유동화, 증권화등 개발 사업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 명실상부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디벨로퍼가 되어야 한다. 이런 개발사업 변화 발전의 물

결을 LMD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첨병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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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Jip 사업

가. e-Jip 사업의 시작

한미글로벌은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제공되어 지던 CM서비스를 중소규모 건축물에게도 확대하기 위한 서

비스를 2001년 시작했다. 당시 국내시장에서 개인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중소규모 건축부문은 2000년에 

25% 인 9만 3,000호 일 정도로 시장 규모가 컸다. 그리고 중소규모 건축주들은 대부분 건설 비전문가이므로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착안하여 중소규모 건축주에게도 

CM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하였다.

중소규모 건축에 CM을 적용하기 위해 2000년 4월 설립된 e-Biz팀으로 하여금 초기 준비작업을 시행하여 

2001년 7월 5일 “e집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e집 사이트(www.ejip.co.kr)를 개설, CM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주택 등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e비지니스 사업에 본격 진출하였다. e집 사이트는 단독주택, 전원주택, 근

린생활시설, 자투리 땅 개발 등 중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완공까지 이르는 전 과정의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했다.

2004년 4월에는 건축주와 서비스 공급자인 각 분야별 전문업체가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장

(場)을 개설하는 등 다양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하였다(현재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의 초기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건축주가 공사에 대한 정보를 올리면 각 분야

별 전문 업체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건축주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한 업체와 상담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e집 서비스는 개설 후 2006년까지 건축주들의 호응으로 다양한 주택, 중소빌딩, 클리닉 

센터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주택 11건, 클리닉 빌딩 8건, 소형 오피스 및 상가 21건, MBC 기적의 도서

관 프로젝트 8건을 수행하였다.

나. 금융과 IT가 연계된 e-Jip

e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건축주들

의 고민 중 기술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공사

자금 조달이 가장 크고 현실적인 문제였다. 

한미글로벌은 건축주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해주기 위해 금융과 CM이 합쳐진 서비스

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2009년 8월 한국투자

금융지주 자회사인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중소

규모 건축의 기획, 설계, 금융, 시공, 리스크 

관리 등 건설사업관리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

무제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한미글로벌은 건설사업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고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자금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금융 상품인 ‘CM-신탁형 건축자

금지원대출’ 상품을 출시하였다.

2010년 한미글로벌은 CM과 금융이 합쳐진 서비스를 IT까지 포함하여 제공하기 위해, KT와 업무 제휴를 맺

김종훈 회장과 이춘식 한국투자은행 대표의 협약서 서명식(‘0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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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설+금융+IT”가 융합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2010년 10월 13일 코엑스에서 제1회 ‘2010 중소규모 

건축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2011년 제2회 세미나 개최). 세미나에서는 중소규모 건축 대출상품 및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고 당시 주목받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비롯한 중소규모 건축의 토지주와 개발사업자에게 

금융지원과 IT까지 접목된 맞춤형 건설투자 융합서비스에 대해 소개했다. 이러한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통해 서

울 동선타워, 역삼역 마에스트로, 신논현역 마에스트로, 부천 심곡동 노마즈하우스 등의 사업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e집 사업은 주거형 시장에 편향된 사업 구도에 따른 분양 리스크 증가 및 수익성 악화, 책임형 CM 

업무 영역(다각화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2012년 7월 조직 개편시 e집팀을 폐지하고 영업기능은 다각화영업팀

으로, 운영기능은 CM사업본부로 이관되었다.

다. 주요 e- Jip 프로젝트

제주 성안교회 (2007)          서울종합과학대학 춘천캠퍼스 (2008)         용설리 스튜디오 (2011)

헤이리  “White Block” (2011) 대치동 106빌딩 (2009) 길음동 척병원 (2011)

서울 동선동 Tower (2012) 역삼역 마에스트로 (2012) 신논현역 마에스트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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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latform Business

가 개요. Platform Business 

년부터 를 활용한 건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준비를 시작했으며 년부터 본격적인 2009 IT 2015 IT Platform 

사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한미글로벌은 을 국내에 도입하여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선도해온 기Business . CM

업으로서 와 건설산업 융복합의 본격화에 따른 미래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새ICT , 

로운 건설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미래 건설산업 시장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건설 Platform 

를 시작했다Business .

사내 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타당성의 검토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다가 년 월 일자TF 2016 6 1

로 수행을 위한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하였다 신규 법인의 법인명은 Platform Business . 

이노톤 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꾸미다 장식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와 분위기 느낌 의 의미‘ ’ , ‘ , ’ ‘Inorno’ ‘ , ’

를 가진 영어 단어 을 조합한 것으로서 분위기 느낌을 만들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Tone’ , ‘ , ’ . 

스 브랜드명은 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한미글로벌의 조직문화 운동인 행복경영을 계승함과 동Happy@Home , 

시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 어 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의 사업취, Platform Business

지를 반영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글로벌의 건설 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건설산업에서 건설관련 고객과 서비스 Platform Business

제공업체가 온라인 공간에서 직접 연결되는 건설산업 을 구축하여 건설관련 고객과 서비스 제공업체Platform

가 상호 할 수 있는 새로운 건설산업의 판을 만드는 것이다Win-Win .

한미글로벌 건설 개요 [ Platform Business ] 

한미글로벌 건설 가 제공하는 가치는 건설의 생애주기에 따른 모든 단계에서 고객이 필요Platform Business

로 하는 정부 제공부터 서비스업체 연결 관련 물품 구매까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건설관련 모든 , , 

을 으로 제공하는 건설 이 될 것이다Solution one stop O2O(Online to Offline) Total Solution Platform .

나 및 서비스 개요. Business Model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고객의 불B2C(Business to Customer) 

편 및 불안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한미글로벌의 은 고객에게는 편리하고 직관적인 . Platform Business Model

최적 정보 및 을 제공하고 우수 업체에게는 비용 절감 수주확대 및 질적 성장을 이루는 기반을 제공Solution ,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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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Platform Business Model ]

서비스는 집 꾸미기 및 인테리어 리모델링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안심하고 해결할 수 Platform , 

있도록 디자인 커뮤니티 구매 공사 및 관리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될 계획이다 즉 홈 , , , . , B2C 

퍼니싱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이 되는 것이다 중 장기적으로는 주거공간의 라이프 스Total Solution Platform . ·

타일에 따라 신축 유지관리 운영 수선 재건축 등으로 확대하여 주 생활 관련 국내 최대 을 구축, , , , “ ( ) ” Platform住
하여 유관산업 및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건설 서비스 개요 [ Plat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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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영성과와 조직변천

1. 경영성과 : 경영성과로 되짚어 보는 한미글로벌의 역사

창립 첫 해 110억원의 수주와 64억원의 매출로 출발한 한미글로벌은 글로벌 경기 위축과 시장 경쟁 격화에

도 불구하고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현재 그룹사를 포함한 전체 수주액과 연결매출액 모두 2,000억원 내외의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한미글로벌의 비전인 ‘탁월한 솔루션으로 건설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

업’을 달성하기 위한 전 구성원의 신념과 열의가 발현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경영철학과 각종 회사 제도 및 시스템, 조직문화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였기 때문이었다.

[ 한미글로벌 연결 매출액(연도별, 그룹사 포함 연결기준) ]

[ 한미글로벌 매출액(연도별, Fee/Cost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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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미건설기술 : 창업과 IMF 시련 그리고 극복(1996~2000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한미글로벌(당시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은 창업의 기쁨과 이어 불어 닥친 IMF 

시련으로 인해 여러 굴곡을 겪었던 시기였다. 창립 이후 1년이 안되 이미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고 외연을 확

장하였으나, 이내 불어 닥친 외환위기의 거친 파고를 구성원의 단합된 힘으로 슬기롭게 이겨내었던 시기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CM 불모지였던 기존 건설산업 환경에서 개척자로서 시장

을 끊임없이 창출하여 랜드마크적 성격을 지닌 형사업 수주를 통한 지속 성장기반을 마련하기도 한 시기이기

도 하였다. 다음은 한미건설기술(1996년~2001년) 시절의 주요 경영성과를 연도별로 정리한 사항이다.

1996년 6월 자본금 10억원으로 출범한 한미글로벌은 6개월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창립 첫 해 

QIT(Quality Inspection Team ․ 외국인 품질감리) 62억원, CS(Construction Supervision․감리) 2억원 등 총 

6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사업기간이 긴 건설사업의 특성 상 CS는 비록 매출은 적었지만 수주는 48억원

의 성과를 거두어 총수주액 110억원을 달성하였다. 또한 영업이익은 7,640만원, 순이익은 5,830만원을 올려 창

립 첫 해부터 흑자를 실현하였다. 창립비용과 경영체제를 잡아가느라 소비한 기간을 감안한다면 적은 액수지만 

이익을 내었다는 것이 회사가 탄탄한 계획을 통해 설립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회사는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

해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여 현재까지 20년간 회계감사를 맡기고 있다.

창립 이듬해인 1997년에도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어 QIT 71억원, CS 41억원, CM(Construction 

Management ․ 건설사업관리) 19억원 등 총 매출액 13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수주액은 매출액의 두 배인 265

억원이었다. 1997년은 특히 회사의 표 사업영역인 CM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로 19억원의 매출을 달성

함으로써 CM전문회사로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영업이익은 전 해의 10배에 가까운 7억 4,020만원을 실현

했으나 연말에 발생한 IMF 사태로 말미암아 3억원 이상의 외환차손이 발생하게 되어 순이익은 2억 3,013만원

에 그쳤다. 당시 한미글로벌은 신설 회사로서 초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기 중 매출 100억원을 달성하는 등 

큰 성과를 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승승장구에도 창립 이후 2년이 막 지난 1997년 말 여느 기업과 같이 한미글로벌 또한 IMF사

태를 맞아 일  위기를 맞았다. 1998년 들어서는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무려 11개 프로젝트의 공사가 중단

되었으며, 5월부터 11월까지 민간 부문 감리 및 CM 수주가 전무하여 수주액은 전 해의 절반이 채 안 되는 

100억원을 기록하였다. 다행히 최초 정부발주 CM사업인 서울 월드컵 주경기장 CM 프로젝트를 수주하였고, 

DD(Due diligence ․ 건설기술심사) 등 외국인 영업이 활성화되어 적자를 면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1998년

의 매출은 QIT 23억원, CS 34억원, CM 18억원, Due diligence 2억원 등으로 전 해의 절반으로 줄어든 79억

원에 불과하였다. 영업이익은 10억 306만원에 그쳤고, 외환차손과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

었다. 그러나 구조조정 등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순이익 1,138만원을 달성하였다.

1999년 또한 IMF의 영향이 지속되어 건설시장이 침체되었으나 하반기에 건설경기가 활기를 띰에 따라 안정

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하여 185억원을 수주하였다. 그러나 상반기에 수주물량이 적은 관계로 매출에서는 QIT 2

억원, CS 33억원, CM 25억원, Due diligence 1억원 등 총 66억원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해에

는 삼성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산 신항만 등 굵직한 프로젝트와 외국계 형할인점 프로젝트를 수주하였고, 판

관비를 폭 줄이는 노력으로 영업이익 5억 4,934만원, 순이익 3억 9,112만원 등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2000년에는 건설경기의 침체가 계속되어 124억원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기존의 프로젝트들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136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려 매출 100억원 에 재진입하였다. 특히 2000년에는 CM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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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돋보였다. 총매출액의 절반이 넘는 67억원을 기록하여 주력사업으로 떠올랐으며, CS도 60억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Due diligence도 4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나 QIT는 8,000만원을 기록하며 이 해를 

끝으로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2000년에는 영업이익 9억원, 순이익 8억원의 실적을 올렸

다.

나. 한미파슨스 : 대한민국 넘버 1 CM 전문기업에서 기업공개까지(2001~2010년)

창립초기 어려움을 이겨낸 회사는 2000년 10월 한미파슨스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2010년까지 우리나라 넘

버 1 CM 전문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해외 시장 개척과 기업 공개, 조직문화 및 경영인프라 

고도화를 꾀하는 등 글로벌 경영의 기틀을 만들고 더 큰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의미 있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 경영성과 또한 2002년 매출 200억원에서 2010년 매출 1,000억원을 돌파 5배의 성장을 달성한 매우 중요

한 시기였다. 다음은 한미파슨스 시기인 2001년에서부터 2010년까지의 경영성과를 연도별로 정리한 사항이다. 

2001년 회사는 건설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어 전 해의 배가 넘는 268억원을 수주하였다. 매출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CM의 폭적인 성장에 힘입어 19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 19억원, 순이익 17억원 

등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 해에는 CM 128억원, CS 57억원, Due diligence 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

편 CM시장의 경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신수종(新樹種)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다

각화 차원에서 e집 사업을 시작하여 매출 1억원을 추가하였다.

2002년에는 건설시장이 다소 냉각되어 수주 290억원, 매출 200억원 등 전 해와 비슷한 경영실적을 보였으

나 영업이익은 10억원, 순이익은 8억원으로 절반이나 줄어들었다. 이는 CM의 매출이 149억원으로 다소 높아진 

반면, CS가 31억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해부터 실적을 보인 e집 사업이 10억원, Due 

diligence가 3억원을 기록함으로써 약간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 해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중국 진출 

등 사업다각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2003년에는 CM의 폭적인 성장에 힘입어 총 수주액 369억원, 총 매출액 238억원을 기록하였다. CM 수주

액은 전 해보다 무려 100억원이 넘는 299억원이었으며, 매출은 CM 175억원, CS 35억원, e집 12억원, Due 

diligence 4억원 등으로 전반적으로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해외사업은 KOICA 프로젝트의 수주로 중국 외에 

진출국을 확 하였으며, 사업다각화도 꾸준히 진행하여 PM사업과 정비 사업을 시작하였다. 영업이익은 16억원, 

순이익은 14억원이었다.

2004년에는 하반기에 다시금 건설시장이 위축되었으나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미글로벌은 오히려 성장

하였다. 주력사업인 CM의 경우 매출은 32억원이 늘어 207억원을 기록하였고, 이 영향으로 전 해보다 14억원

이 많은 252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18억원, 16억원으로 동반상승하였다. 이 해

에는 CM수주 실적이 전 해와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수주액 400억원을 돌파하였는데, 이는 PM, 정비사업, 

해외사업 등의 선전에 힘입은 바가 컸다.

2005년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전 해보다 무려 313억원이 늘어난 713억원의 

수주를 달성하였다. CM수주가 202억원이 늘어 506억원이었고, CS도 55억원이 늘어난 66억원을 기록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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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이 고루 성장하였다. 매출에서도 300억원을 돌파하여 322억원을 달성하였고, 영업이익은 18억원, 순이

익은 14억원을 기록하였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2006년에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야심차게 준비하였던 책임형CM 시장

에 본격적인 진출과 함께 국내 최초 CM at Risk 프로젝트인 ‘홈플러스 청주 중원점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책

임형CM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성공하여 본격적인 성장의 기틀을 탄탄히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용

역형CM과 차별되는 CM서비스의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및 장기적인 성장성 

확보, CM시장의 선점 및 건설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주도를 꾀할 수 있게 되어, 매출액 516억원, 영업이익 45

억원, 당기순이익 35억원을 달성하여 전년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2007년에 들어서는 국내시장 중심의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KOICA 프로젝트 위주의 제한된 해외시장 

진출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중동진출 확 를 위해 2007년 4월 두바이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였다. 국내에서도 꾸준한 수주와 성장세로 인해 매출액 803억원, 영업이익 72억원, 당기순이익 54

억원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다.

2008년은 지속적인 국내수주 확 와 사업다각화를 통한 책임형CM 프로젝트 증가와 더불어 2007년 해외법

인 설립 및 진출 가속화 전략 성과로 ‘사우디 ITCC’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토 가 탄탄

히 다져진 한 해였다. 그 결과 매출액 803억원, 영업이익 90억원, 당기순이익 72억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

어갔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글로벌은 좀 더 본격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공개

(IPO)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회사는 본격적인 성장동력을 얻고자 기업공개(IPO)를 결정하였고, 2009년 6월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에 성공하였다. 이 때 당초 6,000,000 주였던 기존 주식 수에서 1,100,000주를 

일반 공모하게 되어 총 주식 수가 7,100,000주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약 160억원의 공모자금을 확보하

여 높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당시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시장 환경 악화로 인해 국내 유수기업들도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곤 하여 상장을 포기하거나 코스닥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

는 일이 빈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업계 최초로 상장에 성공한 한미글로벌의 유가증권시장 진입 결과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증권시장에서 CM시장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해 주었다는데 의미가 있

으며, 둘째, 창립부터 CM시장을 이끌어온 한미글로벌에 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상장을 맞이하여 한미글로벌은 국내 CM의 성공모델로서 자리매김하기와 동시에 건설업계에 현존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제거해 나가는 투명한 기업으로서의 본보기를 상장을 통해 보여주고 싶다는 높은 뜻을 천

명했다. 상장 당시 김종훈 회장은 “회사는 지금까지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을 유지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창사 이래 꾸준히 전개해온 사회공헌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국가와 사회에 한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지켜나가는 기업이 되고 싶다”고 큰 포부를 강조하였다. 2009년 상장을 통해 성장에

너지를 얻은 회사는 매출 959억원을 달성하였고 영업이익은 99억원으로 100억에 육박하는 실적을 기록하였으

며, 당기순이익 역시 82억원을 기록하는 등 큰 성장을 이루었다.

2010년은 많은 일들이 있었던 시기로 먼저 2월 사업다각화를 위해 영국의 원가관리 전문기업인 Turner & 

Townsend社와 합작으로 Turner & Townsend Korea社를 설립하였다. 이는 국내 건설사업비관리 시장이 형

성되고 성장한다는 판단을 기초로 국내 최초로 CM을 성공 도입한 한미글로벌의 경험과 영국의 세계적 원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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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전문기업인 Turner & Townsend社의 이해가 맞게 되어 합작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어 같은 달에는 표적 랜드마크 프로젝트로 자리 잡게 될 123층의 ‘롯데월드타워’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국내에서 최고 높게 건설되는 롯데월드타워 프로젝트의 수주는 회사의 초고층 사업관리 역량을 반증하는 의미 

있는 수주였다. 동년 4월의 경우 해외에서도 창사 이래 해외 최고계약액을 기록한 ‘리비아 10,000세  

Housing CM’ 프로젝트 수주의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해외 진출 확 를 위해 9월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 확 에 박차를 기울였다.

또한 10월에는 규모 공공 Program Management 사업인 ‘농촌진흥청 이전 프로젝트’를 수주함과 동시에 

최초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서울 역 마에스트로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이 100% 분양에 성공하여, 국내, 해외, 

개발사업, 공공프로젝트 모두에 걸친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매출 928억원, 영업이익 109

억원, 당기순이익 92억원을 기록하여 회사 성장 기준 최고의 한 해를 보내었다.

다. 한미글로벌 :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건설가치 창출(2011년~)

CM이라는 전혀 생소한 분야에 진출해 20년 만에 2,000억원 내외의 매출을 올리는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한미글로벌은 2011년 이후 글로벌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기이기도 하며, CM/PM 중심의 사업구조를 벗

어나 사업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강화한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Otak, 에코시안, 아이아크 등 관계사 편입을 

통해 기획-설계-발주-시공-운영에 이르는 전방위 가치사슬을 완성한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난 시기이기도 하

다. 앞으로도 한미글로벌은 Global Top 10 CM/PM 전문기업 달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다음은 2011

년 이후 회사의 경영성과를 연도별로 정리한 사항이다. 

2011년 회사는 민간건축 악화에 따른 선제적 응 측면 개발사업을 확 하여 ‘연신내역 마에스트로’, ‘이 역 

마에스트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책임형CM 사업도 확장하여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 ‘신논현역 마에스트

로’ 프로젝트 등의 수주를 통한 사업다각화를 꾀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공부문 CM시장 확

에 따라 2010년에 이어 ‘한국소비자원 신청사’, ‘부산북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공공사업 또한 수주를 확 하였

다. 한미글로벌로 사명변경에 따른 해외사업 가속화에 따라 중국 북경사무소 개설을 통한 중국사업 수주 확 , 

‘인도 펜치실 PM 용역’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에 2011년 회사는 매출 1,000억원을 돌파 매출 1,302억

원, 영업이익 55억원, 당기순이익 42억원을 기록하였다.

 2012년 또한 국내 건설시장 환경악화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수주 및 사업다각화를 지속적으로 꾀하였다. 특

히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필리핀 마닐라베이 리조트’ 사업 및 ‘북경 포스코 센터’를 비롯하여 

중국, 중동, 베트남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확 를 꾀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사업도 계속적으로 수주하여 ‘국

방 학교 이전사업’,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전사업’,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신사옥’ 사업 들을 연이어 수주하였

으며, 친환경 사업 확  등을 통해 2012년에는 매출 1,620억원, 영업이익 53억원, 당기순이익 50억원을 기록하

였다.

2013년에는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의 선제적 설비투자 확 에 따라 국내뿐만 아닌 해외 공장 신축, 증설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인도, 필리핀, 베트남, 폴란드 등의 공장 및 생산지



한미글로벌 20년사

제2부 한미글로벌의 오늘

경영부문-6

원시설 건설사업 참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또한 사우디를 위시한 중동사업의 수주 확 로 ‘사우디 리야드 

KFMC Medical Center’ 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인프라 사업 또한 발전플랜트를 중심으로 

Technical Due diligence, LTA(Lenders Technical Advisor․ 주단 기술자문) 사업 확 가 지속되었다. 이에 

2013년에는 매출 1,087억원, 영업이익 72억원, 당기순이익 47억원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2014년에도 형 복합사업인 ‘리조트월드제주(舊 신화역사공원리조트)’ 프로젝트를 비

롯한 국내 형사업 수주와 더불어 ‘일본 도조 태양광 발전시설 CM’, ‘파푸아뉴기니 IPP사업 PM용역’, ‘고덕 

그린에너지 발전소 건설공사 CM’ 등 인프라 사업의 확장을 이루어 매출 919억원, 영업이익 71억원, 당기순이익 

51억원을 달성하였다.

2015년에는 사업부제 도입에 따른 각 사업부분 성과역량 향상에 힘입어 국내, 해외에 걸친 전 사업부문의 성

장을 통해 매출 1,069억원, 영업이익 99억원, 당기순이익 57억원을 달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사주조합 설립

서영기술단이 55%, 美 Parsons社가 45%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설립된 한미글로벌은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처하는 등 창립 후 지금까지 CM업계를 리드하며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창립 후 5년째 되던 시기 주주사들은 회사의 성장을 가능케 한 경영진의 경영능력을 인정하여 구성원

들이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종업원 지주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종업원 지주제도의 도

입에는 모회사인 Parsons社의 전통이 크게 작용하였다. Parsons社는 회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100% 

종업원 지주제’라는 독특한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2000년 12월 1일 당시 이사회는 우리사주조합 설립과 주식배분 가능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을 승인함으로써 종업원 지주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근거로 2001년 3월 29일 구성원의 애사정신함양

과 노사협조, 자사주 보유를 통한 구성원의 복리향상과 안정 주주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었다. 조합원은 173명으로 시작하였고, 기업공개(IPO)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6년 6월 현재까지 

구성원 전원(신규입사자로 우리사주 미보유 구성원 제외)이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2001년 당시 한미글로벌은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신규주식을 우선 배정하였고, 

주주 소유주식을 양도받도록 역할을 하였다. 또 조합운영을 위해 주식매입 자금을 융자 및 알선하고, 주

식매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와 조합 운영경비 및 지주관리 수수료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다.

4월 7일에는 조합장 조원규, 이사 김정호, 이사 조윤성을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조합 가입 신고를 하였고 동시에 지주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4월 23일에는 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1주 10만원의 주식을 5,000원으로 액면 분할하였으며, 4월 30일 주주와 조합간의 주식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의 12%인 2만 2,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조합이 취득한 주식의 30%는 주식매입을 신청한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며, 40%는 직급, 

30%는 근속년수를 감안하여 배분하였다. 이후 우리사주조합은 기업공개 이전까지 퇴직조합원의 주식을 

기존 조합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기존 주주의 소유주식을 양수하여 조합보유주식을 증 하

는 것이 주된 활동이 되었다.

주식의 거래가격은 조합 설립 당시 12,274원이던 것이 크게 상승하여 2005년 46,320원에 거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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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가 산정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주

식에 한 가치평가 결과를 반영하였다. 기업

공개 이전 우리사주 주식은 외부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입사 시에 취득하였다가 퇴사 시에 

반납하는 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2009년 기업공개(IPO) 이후 우리사주조합 

주식은 1년간의 보호예수 기간을 거쳐 구성원 

명의로 거래소에서 개별 거래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재산증식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IPO 이후 신규 입사자의 지속적 충원 등으로 구성원 우리사주 보유율이 상장 당

시 보다 감소하자 회사는 2015년 약 20억원의 구성원 무이자 여를 통해 전 직원들이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구성원들의 청약을 거쳐 함께 장내매수를 통해 다시 전 구성원이 우리사

주를 보유하는 기업이 될 수 있었다. 

상장시 우리사주 관련 에피소드 

상장을 준비할 무렵 우리사주와 관련한 에피소드(‘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에서 발췌)

주식 상장 시에는 공모 물량의 20퍼센트에 해 우리사주 배정을 한다. 따라서 회사도 당연히 구성원

들에게 우리사주를 추가로 배분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증권예탁원에서 앞길을 가로막았다.

“한미글로벌(당시 한미파슨스) 주식이 우리사주로 이미 배분이 돼 있고 임원 등 주주를 제외하고 

28퍼센트가 직원들에게 배분돼 있으므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는 증권예탁원의 처분에 따를 수 없어 항변을 했다.

“기존 우리사주는 이미 일반 주식화가 됐습니다. 새로 배분받을 주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주식배분과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증권예탁원은 여전히 브레이크를 걸었다. 우리는 그

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래서 노동부에다 취지를 설명하고 유권해석을 구했다. 그랬더니 노동부에서는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동부 담당관은 우리 회사의 노사문화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이렇게 말

했다.

“이런 회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증권예탁원에 유권해석을 내려보내 뜻을 이루도록 조치하겠

습니다.”

노동부의 유권해석으로 결국 우리 회사 구성원들은 추가로 우리사주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게다가 노

동부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사주제도를 노사관계의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더욱이 그와 관련해 상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었다. 구성원이 주인인 회사를 추구하는 우리의 노력에 한 보너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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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변천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는 선제적 변화를 꾀하다.

조직의 발전은 곧 회사가 발전하는 모습의 축소판이다. 한미글로벌의 조직 특징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조직

체계를 갖추어 산업 및 시 의 흐름에 적합하게 변천한 것을 들 수 있다. 통상 일반기업들의 조직이 피라미드 

형태와 라인 중심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비해 한미글로벌은 역피라미드 형태와 성과 중심의 조직인 매트

릭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업 조직은 기업의 성장에 따라 구성원들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나누

고 그에 적합한 직책을 부여하여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한다. 이를 위해 조직의 장은 조직 

내의 각종 부문활동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지도 및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런 일련의 활동은 연 단위 

또는 필요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시작된다.

회사 창립 초기의 회사 조직기구는 개인역량 중심의 조직형태로 출발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 이후에는 업무 

위주의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회사조직의 전형적인 형태인 운영(생산)부문, 영업부문, 지원(관리)부문이 

명확히 구분된 시기는 1998년 이후부터이다. 당시 운영부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관리실 내에 현장관리를 맡은 

CS팀,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PC(Project Controls)팀과 ENG팀이 있었고, 영업부문에 해당하는 수주영업실 

내에는 영업기획이 스탭으로 관련 역할을 수행하며, 라인 조직으로 CM마케팅팀을 두었다. 지원부서에 해당하는 

경영지원실은 경리, 자금, 인사, 총무, 문서관리, 전산(IS) 파트로 구성되었다.

2000년 이후 조직기구의 특징은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되며, 이와 연계한 CEO를 중심으로 한 직무성과 중심

의 조직으로 개편되면서 확연히 업무중심의 매트릭스 조직형태로 바뀌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의 하부 조직

인 팀의 개념이 명확해졌고, 연간 2~3회 조직이 개편되던 것이 1년 1회의 정기적인 조직개편으로 변화하면서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영업부서의 특화를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산업의 위축으로 수주

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기존의 수주영업팀과 CM영업팀을 세분화하여 토목영업 부서를 신설하였었고, 외국

인 발주처를 상으로 영업과 프로젝트 운영을 수행하는 RF&C 부서를 신설하였었다.

또한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도약과 발전의 발판이 된 도곡동 타워팰리스 프로젝트

의 연이은 수주에 의해 도곡사업부가 신설되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박병종 부사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T-PJT, 

D-PJT, L-PJT 현장의 소속 부서원을 관장하게 하였다. 2001년에는 미켈란 프로젝트도 이에 포함되었다.

이후 2001년도 조직개편에서는 현장과 고객에 한 지원 강화를 위해 엔지니어링실을 보강하였다. 엔지니어

링실 소속을 구조, 설계, 전기, 기계 파트로 나누어 체계화한 것이다. 그리고 경영지원팀을 인사팀과 경영지원팀

으로 나누어 지원부서를 보강하였다.

2002년 조직개편에는 수주 및 영업부서에 국내외 협업관계를 높이고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전사기획과 

KM 추진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의 역할을 재정비하였다.

2003년에는 경기악화에 비하여 수주 및 영업 조직을 강화하였고, ENG실을 추가 보강하였으며, 프로젝트지

원실 내 e집팀을 신설하여 소형 CM 현장관리를 관장하였다.

2004년도의 경우 실 개념의 조직을 본부 개념의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즉, 수주영업실을 국내마케팅본부와 

해외마케팅본부로 나누어 수주기능의 전문화를 꾀하였으며, 아울러 CM사업본부를 신설해 기존 프로젝트지원실 

업무와 ENG실 업무를 통합관리하게 하는 등 고객지향적인 조직구조를 갖추었다. 또한 경영지원본부를 신설하

여 기획, 경영지원, 인사부서를 통합관리하게 하였고 연구소를 보강하였다.



제2장 경영부문
01. 경영성과와 조직변천

경영부문-9

2005년의 경우에는 조직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조직개편을 최소화하였고, 선도형 CM시장 개척을 위해 영업

부문을 전문화하였다. 경영지원본부의 경우에는 기획기능을 양분하여 경영지원팀과 인사팀으로 분리하였으며, 

현장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CM사업본부의 부서장을 외국인 구성원이 맡아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기술연구

소는 건설전략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원을 보강했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단행된 2006년도 조직개편의 경우에는 CEO 직할의 전략기획실을 신설하였으며, 보좌

역을 두어 더욱 강력한 경영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각 본부의 기능도 보강하여 CM사업본

부에는 기존의 프로젝트지원팀을 프로젝트지원팀과 프로젝트운영팀으로, 전략사업본부는 전략마케팅팀과 사업운

영팀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국내영업본부 CM영업팀을 수주영업팀과 CM다각화팀으로 전환하여 사업다각화를 위한 체계를 갖추었

으며, 당초 FMD(Foreign Marketing Devision)로 명명된 해외마케팅본부는 IMD(International Marketing 

Devision)로 명칭을 변경, 새로운 본부장을 영입하여 조직을 보강하였다.

2007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3번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1월 19일 조직개편에서는 국내마케팅 및 개발사

업본부를 총괄하는 수주영업 부문장과 해외사업 및 CM사업본부를 총괄하는 사업운영 부문장을 신설하여 각 부

문별로 책임경영 강화를 꾀하였으며, CM사업본부 내 프로젝트 지원팀이 프로젝트 운영팀에 흡수 합병되었다. 

또한 전략사업본부가 개발사업본부로 개편되었으며, 두바이 법인 설립 준비(동년 4월 설립)에 따라 해외사업본

부 내 HI-ME를 배치 중동사업 수주 확 를 꾀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8월 1일 조직개편에는 개발사업본부 내 

개발마케팅팀과 사업운영팀을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으로 개발1팀과 2팀으로 구분하는 소폭의 조직개편

이 단행되었으며, 동년 11월 21일에는 초고층 관련 희소자원 상주 소요에 한 효율적 응과 초고층 용역수주 

관련 기술지원 활동, 특화된 초고층 기술영역 서비스 개발 도모 측면 초고층 CM팀을 신설하여 CM 사업본부 

내 배치하는 기구 조직 개편을 추진하였다.

2008년 조직개편에서는 전사적 자원관리의 시너지 확보를 위해 경영기획과 경영지원 기능을 통합한 경영기

획본부로 개편하였으며, 사업다각화를 통한 시장 리더십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외마케팅본부 내 Plant 

Part를 신설하고 개발사업본부에 개발금융 Part 강화, 중소규모사업 재정비 및 활성화를 위한 e집팀을 신설하

는 등 팀 단위 조직 개편을 꾀하였다.

2009년에는 이순광 사장(COO) 취임에 따른 직제 신설과 함께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

한 부문(Group) 조직을 본부(Division) 조직으로 개편하였으며, 개발사업팀은 영업인력 위주로 축소하고 현장 

운영은 CM사업본부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또한 수주역량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마케팅본

부 내 CM다각화팀, 수주영업팀, SOC팀, 개발사업팀, 해외영업팀을 배치한 마케팅 조직의 통합 운영을 추진하

여 영업의 효율화를 꾀하였다.

2010년 조직개편은 공공 CM사업 확 에 발맞추어 수주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영업조직을 ‘민간’과 ‘공공’으로 

조직화 하였으며, e집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 CM사업부문 내 e집팀을 별도 e집 부문으로 확 하였으며, 엔지

니어링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통합을 꾀하였다. 이 외에도 팀 내 각 파트(part)를 그룹(group)으로 명칭 

통일을 꾀한 조직개편을 단행해 1부문, 4사업본부, 1연구소, 10팀으로 개편하였다.

2011년에는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기존 해외사업팀을 해외사업본부로 격상하였으며, 신규사업 성장 가속

화를 위해 친환경사업팀과 건설IT그룹을 신설하였다. 또한 6시그마 활동을 통한 경영혁신 강화를 위해 한시 조

직인 경영혁신사무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1월 1일자로 단행하였다. 이후 4월 1일 전사 마케팅 방향 설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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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원활한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마케팅 본부 내 마케팅기획팀을 신설하는 소폭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2012년에는 회사 장기사업포트폴리오인 ‘ECD 모델’ 실현기반을 구축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책임경영체

제 정착을 목적으로 폭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우선 경영의 불확실성에 비한 리스크관리와 전사경영

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실을 신설하였으며, 책임형CM, 친환경, e집 사업 등 회사의 성장을 새롭

게 견인할 전략사업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부회장 체제의 전략사업총괄 신설 및 산하 전략사업본부를 신설하여 

2총괄 6사업본부, 1실 15팀, 1부, 1연구소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해외영업팀 내 

인프라&플랜트그룹을 ‘인프라팀’으로 격상하여 인프라 시장에 한 진출 확 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하반기 기구조직 개편에는 외부 시장환경 악화를 고려하여 시장상황에 한 조직

응력 향상 및 장기성장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사업을 크게 국내사업총괄과 해외사업총괄의 2총괄 체제로 개편

하고 수주총력체제를 위한 영업조직의 통합과 신규사업 선택과 집중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2총괄 4본부, 

1실, 2부, 12개팀, 1연구소로 조직 슬림화를 꾀하였다.

2013년에는 자회사/합작사와의 시너지 도출 가속화를 위한 책임조직 명확화와 책임경영 강화 측면 상임 부

회장 직제를 신설하여 리스크관리실 및 업무전반에 걸친 총괄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해외사업은 전략지역담당

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하반기 조직개편에서는 마케팅 조직의 리더십 보강을 통한 

수주역량 강화를 위해 영업담당 부회장 산하에 마케팅 본부, 개발사업부 및 친환경사업부를 배치하는 조직 개

편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새로운 운영총괄사장 영입에 따라 마케팅 총괄 산하에 국내영업, 전략사업(책임형) 개발사업, 친

환경사업 등 영업 및 전략사업 부서를 배치하고 운영 총괄 산하에 CM사업, 경영기획 및 연구소를 배치하는 3

총괄 5본부 17부서(3부/1실/1연구소/12팀) 체재로 조직개편을 꾀하였으며, 4월에는 마케팅본부 산하에 전략사

업부를 배치하고 운영총괄 산하에 개발사업부를 배치하는 수주역량 강화와 기능강화 측면의 소폭 조직개편을 

추가 단행하였다.

2015년에는 영업과 운영을 통합하여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성과와 책임을 명확화하고 의사결정 단계 축소와 

권한 위임을 통하여 의사결정 속도 향상을 꾀하며, 프로젝트 Life Cycle에 걸친 일관된 고객 접점을 통한 관리

와 고객 요구(VOC)에 한 즉각적 응을 통한 고객만족 강화를 위해 사업단위별 독립적 책임경영체계 구축 

목적의 사업부제로의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독립적 사업단위(Profit Center)인 7개 사업

부와 지원부문인 6개실로 전사조직을 재편성하였으며, 영업-운영 통합을 통한 프로젝트 전 과정에 한 단일 

책임주체 수행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16년에는 이러한 사업부제 계승 및 심화 발전 목적으로 소폭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국내/해외/지원총괄

의 3총괄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책임형 CM사업 수행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사업부에 책임형사업팀을 재신설

하여 외부환경 변화와 함께 사업부제 정착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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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3실
(9월 11일)

3실
(1월 5일)

5실
(1월 5일)

3실 5팀
(8월 23일)

4실 1부 6팀
(1월 20일)

3실 1부
(4월 1일)

3실
(8월 31일)

4실 1부 7팀
(4월 21일)

4실 1부 8팀
(10월 10일)

▼ 연도별 조직개편 현황 (요약)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4실 1부 7팀
(1월 5일)

4실 1부 11팀
(1월 18일)

4실 10팀
(1월 18일)

5본부 11팀
(1월 1일)

5본부 9팀
(1월 1일)

4실 1부 9팀
(11월 1일)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본부 1실 10팀
(1월 1일)

2부문 5본부 2실 8팀
(1월 19일)

2부문 5본부 1실 12팀
(1월 1일)

4본부 1연구소 12팀
(1월 1일)

1부문 4본부 
1연구소 10팀
(1월 1일)

2부문 5본부 2실 8팀
(8월 1일)

1총괄 1부문 4본부 
1연구소 10팀
(4월 20일)

2부문 5본부 2실 9팀
(11월 20일)

1총괄 1부문 4본부 
1연구소 10팀
(9월 15일)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총괄 1부문 5본부 
1연구소 12팀
(1월 1일)

2총괄 6본부/1실
1부 15팀 1연구소
(1월 1일)

2총괄 4본부 3부 
12팀 1실 1연구소
(1월 1일)

3총괄 5본부 3부 
1실 1연구소 12팀
(1월 1일)

2총괄 7사업부 6실
1연구소 4팀
(1월 1일)

1총괄 1부문 5본부 
1연구소 13팀
(4월 1일)

2총괄 4본부/1실
2부 12팀 1연구소
(7월 1일)

2총괄 4본부 2부 
12팀 1실 1연구소
(7월 24일)

2총괄 5본부 3부 
1실 1연구소 12팀
(4월 1일)

1총괄 1부문 5본부 
1연구소 14팀
(10월 10일)

1총괄 4본부 2부 
12팀 1실 1연구소
(9월 2일)

1총괄 1부문 5본부 
1연구소 14팀
(11월 1일)

2016년(현재)

3총괄 7사업부 6실

1연구소 5팀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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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영철학

Intro : 행동의 근간이자 의사결정의 기준을 정립하다. 

경영철학 또는 경영이념은 최고경영자 혼자만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액자 속의 비전’ 아니라 조직구성원 전

체가 공유함으로써 소속감을 높이고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꿈이자 이상이다. 즉, 위

한 기업이 되고자 한다면 회사의 모든 정책과 활동을 정의하는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성원의 

관심과 동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영원히 지속될 경영비전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경영비전은 회

사가 위 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특히 한미글로벌의 경우 타사와는 달리 상당한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과 지식,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외적 영

향 외에도 다수의 구성원이 입사 전 각기 다른 조직에서 일하다 온 경력직이고 사업현장도 국내외 100여개 

이상 흩어져 있기에 무엇보다도 한미글로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유의 경영철학과 일하는 방

법을 확립하기 위해 경영철학을 수립하고 체화해야 할 필요가 매우 높았다.

또한 회사는 보다 원 하고 큰 경영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강력한 조직문화와 리더십을 창출하고자 

기존의 비전을 보완한 새로운 Vision 2015를 창립 10주년을 앞둔 지난 2005년 12월 1일 선포하였으며, 이를 

2014년 7월 25일 ‘Vision 2020’ 수립과 함께 개정하였다.

경영철학은 CEO의 기본 신념을 배경으로 전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션과 핵심가치를 발굴하고, 회사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규정하여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한미글로벌의 정체성과 신념을 내외에 천명함은 

물론 구성원 행동의 근간이자 의사결정의 잣 이며 경영의 핵심요소로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처하고 향후 회

사 발전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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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션 : 회사의 존재 이유를 정립하다.

미션(Mission)이란 기업의 근본적 존재이유로서, 기업의 정체성 및 경영목적을 표현한 것이다. 기업이 미션을 

정하는 이유는 비전이 목표로서 달성시점이 정해진 것과 달리 미션은 조직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며 

이에 기업의 미션은 조직구성원들을 지도하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미션은 한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되고 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외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크고 담한 차원으로 표현해야 하며,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동기

를 부여하고 지속성을 지녀야 한다. 그럼으로써 항상 회사와 구성원에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길잡이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한미글로벌의 경우 창립 초기 다음 4개의 사명(使命)을 정해 활용하였다.

1. 고객 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개인의 권익과 팀워크를 중시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일원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3. 최고의 기술력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에게 투명하고 성실하며 정성과 프로페셔널리즘에 의한 최상

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4. 환경보존에 노력하며,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그러나 한미글로벌의 초기 미션은 외부고객 중심으로 작성된 측면이 강해 미션의 특성으로는 다소 불충분하

여 CEO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건설 산업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인류사회 발전에 공

헌한다.”로 재정의하였다.

(2005년 12월 1일 정의 이후 2014년 7월 25일 행복경영 활동에 발맞추어 일부 문구만을 소폭 수정)

[ 한미글로벌 미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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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션은 기업 내부만이 아닌, 인류사회 차원으로 크고 담 한 표현과 함께 회사의 성취와 함께 할 고

객, 구성원, 주주 및 인류사회에 한 한미글로벌의 근본적인 역할과 사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 경영비전선포식(2005.12.01.) ]

2. 핵심가치 :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정립하다.

핵심가치(Core Values)란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되고 조직운영의 원천이 

되며, 나아가 경영의 방향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서 외부적 환경변화와 무관하게 조직이 지켜나가는 본

질적이고 지속적인 믿음을 말한다. 핵심가치 역시 미션과 같이 거의 변하지 않으며, 기업의 문화를 구성하고 

표하는 가장 본질적인 신조이자 기업의 전략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영의 원칙이다.

이에 회사는 지난 2005년 12월 경영비전 수립 시 1차적으로 창립 이래 조직에 내재된 중요한 가치에 한 

문헌 및 회의록 등을 참고하여 10여 개의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기업 이미지와 CEO의 경영철학을 반

영하여 5가지 항목의 핵심가치를 정립하였다. 또한 핵심가치에 한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기 위해 키워드별로 

그 상과 행동기준의 내용을 정의하였다.

고객 Customer

우리는 모든 행동과 시스템의 운영에서 언제나 고객의 성공을 위해 헌신한다.

탁월 Excellence

우리는 고객가치 창출과 우리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탁월성을 창조한다.

혁신 Innovation

우리는 건설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

공헌 Contribution

우리는 훌륭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정직 Honesty

우리는 언제나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또한 서로에게 솔직하게 행동한다.

[ 초기 한미글로벌의 핵심가치(’05.12~’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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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2014년 7월 25일 선포한 ‘Vision 2020’은 회사 미션 변경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업(業)을 영위

함에 있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외부 환경변화와 무관하게 항상 지켜

야 할 본질적인 가치관을 최 한 반영하였다. 또한 기존의 핵심가치를 ‘정직(Integrity)’, ‘안전(Safety)’, ‘고객

(Customer)’, ‘ 탁월(Excellence)’, ‘공헌(Contribution)’의 5항목으로 일부 수정하여 경영진을 포함한 전 구성

원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직 Integrity

우리는 언제나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서로에게 솔직하게 행동한다.

안전 Safety

우리는 인간존중 철학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고객 Customer

우리는 모든 행동과 시스템의 운영에서 언제나 고객의 성공을 위해 헌신한다.

탁월 Excellence

우리는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탁월성을 창조한다.

공헌 Contribution

우리는 훌륭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현 한미글로벌의 핵심가치 ]

핵심가치 해설

조직구성원의 핵심가치 체화를 위해 제작한 「한미글로벌 5가지 핵심가치」 해설 내용(요약)

1. 정직 : 우리는 언제나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서로에게 솔직하게 행동한다.

‘정직(Integrity)’은 우리의 첫 번째 핵심가치입니다. 우리 회사 창립의 기초가 된 ‘한국건설산업의 선

진화’를 위해서는 우리 구성원부터 먼저 정직하고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부터 먼저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건설 산업 이해관계자 모두가 정직하도록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직은 기본적인 가치관이지만 한결같

이 지키기란 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가치로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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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 우리는 인간존중 철학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안전(Safety)’은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마다 강조하고 있는 가치이지만,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기

업은 많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리 구성원만이 아니라 고객과 협력사 및 일반 시민 모두의 진정한 

안전을 인간존중의 철학적 기반위에서 늘 행동과 의사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안전은 

건설 현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늘 안전을 체화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3. 고객 : 우리는 모든 행동과 시스템의 운영에서 언제나 고객의 성공을 위해 헌신한다.

‘고객(Customer)’을 핵심가치로 선정한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기준과 시스템의 운영에서 언제나 고객

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고객은 우리 구성원과 회사의 존재 이유이자 생존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4. 탁월 : 우리는 모든 행동과 시스템의 운영에서 언제나 고객의 성공을 위해 헌신한다.

‘탁월(Excellence)’은 ‘좋은 것(Good)’을 넘어서 ‘위 함(Great)’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고객이 바라

는 가치 창출을 포함하여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단순히 좋다는 정도를 넘어서 차별화되고 뛰

어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5. 공헌 : 우리는 훌륭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헌(Contribution)’을 핵심가치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 회사가 경제적(이윤극 화, 고용 창출 등), 법

적(투명 경영, 성실한 납세 등), 윤리적(윤리경영, 환경보호 등) 책임에 더하여 전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외계층에 한 지원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성원들에게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공헌 활동을 통해 ‘가진 자로서의 사회적 책무

(Noblesse Oblige)’를 다하자는 요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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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전 :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다.

회사의 비전(Vision)이란 회사가 가까운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미래상을 명확하고 의도적인 목표의식을 갖고 

기술한 것을 의미한다. 즉, 비전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 장래에 어떠한 모습이기를 바라는 조직구성원 모

두의 일치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비전, 경영비전은 구성원들의 일치된 소망으로서 회사가 장

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비전은 회사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미래에 한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회사가 나아가

야 할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회사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청사

진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효과적인 비전은 간결하고 실행 가능한 개념으로 구성원들에게 열정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회사는 창립 시점부터 지난 2010년까지 “한미글로벌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건설문화 창달과 건

설산업을 선도하는 Excellent Company를 구현한다.”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전 구성원들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

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비전선언문이 구체적이지 않고 ‘Excellent Company’

의 실체에 해서도 구성원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의견이 있어 창립 10주년을 맞아 이를 검토하였으나, 

‘Excellent Comapany’의 키워드를 바꿀 이유가 없고 오히려 더 강조해야 한다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Excellent Company’의 구체적 모습에 해 고객, 임직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나 매출액, 이익 등 재무

적 차원, 사업구조 차원 등 여러 차원에서 파악하여 정의하고, 그동안 강조해온 인재 부분을 비전선언문에 포함

하여 최종적으로 “Excellent People에 의한 Excellent Company 구현‘으로 설정하여 회사의 비전으로 활용하

였다. 

여기서 ‘Excellent People’은 열정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고객가치 창출에 헌신적이고, 정직한 실천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프로페셔널(Professional)을 의미하며, ‘Excellent Company’는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함에 

있어서 혁신적이고 고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Total Solution Provider로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이후 2014년 7월 ‘Vision 2020’ 선포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좀 더 명확하고 간결하

게 정의함으로써 적극적인 미래 준비와 구성원의 열정을 이끌어 내고자 회사의 비전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비

전달성시점을 2020년으로 정해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Vision 2020’의 내용을 살펴보면, 글로

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3  성장축(글로벌, 국내ECD, M&A)과 재무적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정립하

여 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했고, ‘일하기 좋은 직장(GWP)’ 운동을 한층 더 발전시킨 ‘행복경영’을 조직문화의 근

간으로 삼았다.(구체적 내용은 ‘제3부 한미글로벌의 미래’ 참조) 하지만, 회사가 지향하는 달성 목표를 보다 구

체화시킨 것이지 새롭게 정의내린 것은 아니며, ‘Excellent People에 의한 Excellent Company’ 구현의 달성 

목표는 변함없이 회사의 비전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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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동규범과 구성원 체화 : 어떻게 체화할 것인가?

한미글로벌의 행동규범(Principles)은 미션과 핵심가치를 행동의 차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구성원들에게 권장

하는 행동원칙(Action Criteria)과 윤리규범(Code of Ethics)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행동원칙은 구성원들의 자율적 판단과 솔선수범으로 경영비전의 사상을 강화시켜가야 할 행동요소로서 

작용하기 위해 6개의 키워드와 키워드별 세부실천 기준을 설정하였고, 이를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

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행동원칙을 살펴보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에 강력히 공감할 것을 요구한다는 차원에서 

‘PLEDGE(맹세, 서약)’로 구성하였다. P는 Passion, L은 Lead, E는 Execute, D는 Dedicate, G는 Give 그리고 

마지막 E는 Encourage를 의미한다.

구성원 행동원칙(Action Criteria)

Passion 열정을 가져라
우리는 강한 의욕과 도전정신으로 조직의 문제해결과 성과창출에 몰입한다.

We focus on solving problems in the company and creating fruition with passion and 

challenging spirit.

Lead 리드하라
우리는 직위와 상관없이 항상 새로움에 도전하고 앞서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

We challenge ourselves to novelty and take the lead in bringing changes to the world 

regardless of our position in the company.

Execute 실천하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간다.

We practice what we know faithfully to create an organizational culture which is transparent 

and trustworthy.

Dedicate 헌신하라
우리는 언제나 고객이 우리를 있게 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헌신한다.

We bear in mind we exist for our customers and commit to creating customer values.

Give 베풀어라
우리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그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한다.

We conduct on ethics, respect values of our society and do our duties as its member.

Encourage 격려하라
우리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돕고 배려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유지한다.

We, as a member of the company, help and care for each other and keep energetic 

atmosphere in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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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동규범 수립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제 전 구성원이 경영이념을 체화할 수 있

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경영방침 카드

한미글로벌 전 구성원의 지갑 속에는 특별한 카드가 항상 들어있다. 매년 경영방침이 발표되면 그 카드에는 

그 해의 경영방침과 함께 한미글로벌의 비전, 미션, 핵심가치가 적혀있다.

그 카드를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며 회사의 가치관을 서로 공유한다.

경영비전 제창

매주 월요일 전 직원이 비전, 미션, 핵심가치를 제창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또한 회사의 모든 행사는 경영비전

을 제창하는 것으로 시작해 의사결정의 기준이 다시금 회사의 미션, 비전, 핵심가치임을 항시 명시한다.

3분 스피치

매주 월요일 오전 구성원 1명이 핵심가치 중 1가지를 주제로 사내방송 및 인트라넷 중계를 통해 전 구성원을 

상으로 짧은 스피치 시행하여 경영이념에 한 구성원의 다양한 생각을 상호공유하고 있다.

월례조회사

매월 실시되는 월례조회 시 본사 조직장/임원이 돌아가며, 핵심가치 중 1가지를 주제로 월례조회사를 실시한

다. 이를 통해 회사의 핵심가치에 해 다시금 인식하며 다짐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경영철학이 명확하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목표와 실천 전략이 수립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할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구조 등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 구성원이 경영이념을 자연스럽게 체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글로벌의 경영이념은 ‘액자의 걸려있는 비전’이 아닌 조직 

구성원 행동양식과 사고에 ‘살아있는 비전’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업(業)의 정의

한미글로벌의 업(業)의 정의는 ‘건설가치 창출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글로벌의 경영진과 구성원은 회사의 고객과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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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anmiGlobal Way : 업무 방식을 정립하다.

지난 2009년 회사는 고유한 조직문화에 맞는 업무방식 제정을 통한 문화, 행동, 가치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한미파슨스 웨이(HanmiParsons Way, 사명변경에 따라 2011년 HanmiGlobal Way로 변경)’를 제정하였다.

HanmiGlobal Way의 제정 목적은 회사 소속 구성원 개개인이 경영철학을 항시 염두해 두고 어떤 의미인지 

끊임없이 고민함과 동시에 어떻게 회사의 문화, 행동, 가치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상호 논의하기 위한 기본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을 비롯한 기존 구성원의 경우 소책자 형태로 제작 전 구성원에게 

배포하였으며(동영상 강의 포함), 신규입사자의 경우 신규입문교육에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익히도록 관련 프로

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HanmiGlobal Way는 한미글로벌의 구성원들에 한 믿음과 회사의 미래상에 한 비전을 바탕으로 

‘탁월한 인재(Excellent People)’로 구성된 ‘초우량 기업(Excellent Company)’을 만들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 철학과 비전, 구성원 고유의 가치관과 일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업(業)의 본질’에 기초

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동안의 사회 환경의 변화와 조직문화 발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본 작업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재 발간하였다.

HanmiGlobal Way 개정본 Contents

1부. 경영원칙
1. 구성원 중심의 경영을 지향하라

2. 정직은 우리의 최고 가치이자 경쟁력이다

3.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파는 명품기업이 되자

4. 안전은 생명이다

5. 탁월성과 차별화는 우리 존재 이유이다

2부. 사람
6. 최고의 인재가 되라

7.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담아라

8. 신뢰는 모든 것이다

9. 끝없이 학습하라

10. 마에스트로 리더십을 확보하라

3부. 조직
11. 조직문화는 최후의 보루다

12. “명품일등”을 지향하며 통찰력을 가져라

13.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14.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팀웍을 발휘하라

15. 항상 새롭게 변화하고 행동하라 

4부. 시스템과 운영
16. 지속가능은 리스크 관리에서 시작한다

17. 일을 하면 가치있는 성과를 만들어라

18. 현장에서 길을 찾아라

19. 실행할 수 없으면 전략이 아니다

20. 모든 일은 프로젝트다

5부. 일하는 방식
21. 즉시 실행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라

22.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과정을 점검하라

23. 효율적이고 실행지향으로 회의하라

24. 고객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라

25. 지속적으로 혁신하라

6부. 행복 경영
26. 항상 감사하라

27. 행복한 구성원이 탁월한 회사를 만든다

28. 노블리수 오블리주를 실천하라

29. 존중 받고 싶은 만큼 존중하라

30. 끊임없이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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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관련 신문기사

“조직문화는 기업의 최후 경쟁력. 구성원을 광신도로 만들어라”

2011.03.13. 중앙SUNDAY, 김종훈 회장(당시 사장)인터뷰 

Q. 좋은 기업문화를 강조하는데, 기업문화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업문화가 좋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회사 실적도 좋아지나요. 한미파슨스의 고유한 기업문화로 무엇을 꼽나요.

A. 기업문화야말로 기업에서 가장 소중한 최후의 경쟁력입니다. 특히,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위기에 봉

착했을 때 좋은 기업문화는 결정적 힘을 발휘하죠. IBM의 전설적인 CEO 루 거스트너 전 회장의 말

로 기업문화는 기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한미파슨스가 벌이는 ‘일하기 좋은 기업’만들기 운동도 실은 

좋은 기업문화 가꾸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뢰․존중․자부심․동료애 등 GWP의 철학은 우리 회사 문

화의 핵심적인 요소에요.

좋은 기업문화가 뿌리내린 회사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짐 콜린스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에서 “어느 업종이든 선도적인 기업들은 ‘사교(邪敎) 같은 기업문화(Cult-like 

Cultures)’를 품고 있다”고 썼습니다. 좋은 기업문화를 갖춘 회사의 구성원은 광신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조직에 한 충성도가 높으면 선순환 경영이 이뤄져 기업이 성

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GWP의 핵심가치 중 하나가 공정성입니다. 신뢰가 형성되려면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고 평가와 보상

이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과와 무관한 균등한 보상은 공정한 게 아닙니다. 탁월한 성과를 거둔 사

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게 공정한 거죠. 우리 회사는 임원보다 보수가 높은 부장도 있고, 

부장보다 많이 받는 차장이 수두룩합니다. 다만 이런 차등적 보상이 노출되면 조직의 화합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자기 보수를 노출하는 것은 선진 기업에서 그렇듯이 해고 사유가 됩니

다.

우리 회사는 부분의 구성원이 경력사원입니다. 건설사업관리(CM)라는 비즈니스를 우리가 처음 국내

에 도입한 데다 CM 자체가 시공사, 설계회사, 나아가 발주자까지도 리드해야 하는 일이라 베테랑이 필

요하기 때문이죠. 직급을 기준으로 하면 사원이 가장 적고 부장이 가장 많아요. 완전한 역삼각형 구조죠. 

저마다 ‘나’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두’가 되어 보자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 회사는 32개 소통 채널이 있습니다. 각종 원

탁회의, 매주 제가 인트라넷과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는 CEO 단상, 직원들이 월요일마다 돌아가며 원고 

없이 하는 3분 스피치, 지정된 책을 읽고 올리는 독후감 등을 통한 지식나눔 활동, 매달 넷째 주 토요

일에 벌이는 사회봉사를 통한 사랑나눔 활동 같은 것들이죠. 원탁회의는 신입사원부터 시니어 구성원, 

임원에 이르기까지 직급별로 다양하게 열립니다. 원탁회의는 구조적으로 평등을 지향하죠.

미래전략 수립도 우리는 원탁회의를 거칩니다. 이 미래전략 원탁회의는 사원부터 CEO까지 15명의 멤

버가 매달 만나 특정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조직문화가 수평적이면 낮은 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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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필요하지만 수평적인 문화를 잘 가꿔

야 합니다. 둘 사이의 밸런스가 중요하죠.

우리 회사는 2년 전 고유한 조직문화에 맞는 업무 방식으로 ‘한미파슨스 웨이’를 제정했습니다. 업무 

성과를 극 화하기 위한 것으로 영역별로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는 업무혁신과 관

련해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장려한다.’입니다. 구성원들이 새로운 업무 방식을 주저하지 않고 도입하게 

하려는 것이죠. ‘프로젝트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중시한다.’는 원칙도 있습니다. 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글로벌 수준으로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표적 글로벌 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은 구성원들에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지 말

고 GE법을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 GE법에 위배되는 비즈니스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를테면 후진국에 진출하더라도 뇌물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구성원이 기업의 핵심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를 지향합니다. 우리 회사의 다섯 가지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정직’인데 전 직원이 소지하

고 월요일마다 복창하는 경영비전 카드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르게 생각하고 바

르게 행동하며 또한 서로에게 솔직하게 행동한다.”

우리 회사엔 여성을 우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출산한 여성에겐 산전 후 휴가 기간을 포함해 6개월

의 휴가를 의무화하고 있죠. 자녀가 셋 이상이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우리 회사는 또 구성원

의 가족도 배려하는 가족 친화 경영을 합니다. 구성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회사가 구성원의 가족들도 돌

봅니다. 일례로 배우자 건강검진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 덕에 두 사람의 배우자에게서 초기 암이 발견

돼 조기에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구성원의 전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구성원의 

가정을 중시하기 때문이죠. 직장인은 집안이 편해야 회사 일에 몰두 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초기엔 두 자녀에 한해 학 졸업 때까지 지원했지만 2000년부터 자녀가 몇이든 전 

자녀로 확 했어요. 지난해 3월부터는 입양한 자녀에게도 지원을 합니다. 제도상으로는 친생자 열 명에, 

스무 명을 입양하더라도 전원 학을 마칠 때까지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회사가 부담

하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 건 그만큼 출산 기피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회사는 경영에서 저의 친인척을 배제하고 경영권 승계 상에서도 배제했는데 이런 노력도 좋은 

기업문화를 가꾸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좋은 기업이 되려면 CEO가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파벌도 없습니다. 파벌이 생기면 조직문화가 망가집니다. 회사에 충성하던 구성원이 파벌보스의 

해바라기로 변하기 때문이죠.

좋은 기업은 고객, 협력기업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협력기업과 약속한 것은 우리가 

불리하더라도 반드시 지킵니다. 단적으로 협력기업에 줄 돈을 잘 줍니다. 건설사의 협력기업은 흔히 캐

시플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수금이든 기성금이든 받고 나면 협력기업에 현찰로 줍니다. 우

리가 돈을 못 받았더라도 돈 줄 때가 되면 주라는 게 우리 회사의 경영방침이죠. 협력기업으로선 수주

와 관련한 로비와 향응의 필요성이 없어 거래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보답으로 협력기업 쪽에서도 

우리가 적어도 10%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거듭 말하지만 GWP 운동은 성과를 키

우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구성원 만족 경영은 고기를 잡기 위해 미끼를 던지는 작은 투자라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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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영인프라

Intro : 경쟁우위 구축을 위해 우리만의 경영체계를 정립하다.

경영인프라(Management Infrastructure)는 한 기업의 규정이나 제도, 경영관리 시스템, 정보관리 시스템, 

인력관리 제도, 조직구조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이 아무리 독보적인 기술과 핵심역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경영인프라가 제 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쓸데없는 낭비와 비효율이 누적되면서 고객이 이탈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기에 효율성에 기반을 둔 성과 

창출을 이루고자 한다면 올바른 경영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한미글로벌은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회사의 조

직문화를 반영한 경영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4단계의 계층을 기본으로 경영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주요 경영인프라에 해 본 절을 통해 제시하였다. 

[ 한미글로벌의 경영인프라 구성 ] 

경영철학

‘경영철학’은 한미글로벌의 미션, 핵심가치, 비전을 통칭하는 단어이며, 한미글로벌이 달성해야 할 궁극적 목적을 포
괄하고 있다.

사업목표와 전략

‘사업목표와 전략’은 경영비전을 근간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립한 중장기적인 사업목표와 전략, 사업포트폴리오
를 포함한 비즈니스 플랜을 통칭하는 말이다. 한미글로벌의 경우 사업목표와 전략으로 중장기적 성격을 띤 ‘Vision 
2020’과 해마다 작성하는 단기 사업전략인 ‘경영방침’이 표적인 사업목표와 전략이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M&A전
략, 해외시장 확  전략 등 수시로 수립하는 사항도 사업전략에 포함된다.

Business Infrastructure

H/W 차원의 시스템과 S/W 차원의 조직문화를 통칭하는 한미글로벌의 ‘Business Infrastructure’는 다수 구성원
들이 이해하고 있는 고객만족경영(CS), 성과관리(HPMS), 지식경영(KM), 윤리경영,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QES), 조직
문화(행복경영) 뿐만 아니라, HITs, ERP 등의 전산시스템과 각종 규정 및 절차서, 프로세스 인적자원과 조직구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5년 기준 한미글로벌은 통합매뉴얼 1개, 규정 21개, 프로세스 17개, 절차서 125개, 지침서 66개, 양
식 190개가 업무수행과정에서 ‘Business Infrastructure’로 활용되고 있다.

HG Way

‘HG Way’는 회사의 경영철학과 행동규범, Business Infrastructure 중에서 구성원들이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경영의 원칙과 행동의 기준, 이해해야 할 시스템과 문화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으로, 구성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행동
해야 하는 지를 정립한 길라잡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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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관리 경영 : 성과 극대화의 기반을 만들다.

기업에서 성과관리 경영은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를 기업 성과 극 화에 초점을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영관리과정을 수행하는데 두는 것을 일컫는다.

기업 성과 극 화의 구체적인 모습은 곧 비전과 전략의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성과관리 경영의 구

체적인 개념은 ①비전과 전략의 명확화 → ②비전과 전략 성과측정 기준 수립(평가항목) → ③전략 목표의 전

사 정렬 → ④정확한 성과측정(전략성과+운영성과) → ⑤공정한 평가 및 피드백(경영개선 및 혁신) → ⑥합리

적 보상(동기부여)에 이르는 일련의 경영시스템에 의해 경영성과의 현저한 개선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글로벌 또한 성과관리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창립 당시에는 Parsons社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

나, Parsons社의 평가 제도는 주로 관행에 의한 주관적 임의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객관적 평가를 추구하는 우

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아 Parsons社의 평가제도를 직접 적용하기는 곤란하였다.

이에 창립 이후 2002년까지 초창기 7년 동안은 부하직원이 계획을 수립하고 상사가 이를 확정하여 반기별로 

실적달성 여부를 평가하며, 아울러 평가결과를 등급화(최상위 15%는 A등급, 차상위 20%를 B등급, 차하위 60%

를 C등급, 최하위 5%를 D등급으로 구분)하는 배분율에 의한 평가 차별화 제도인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MBO) 제도를 자체개발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2002년 말경 MBO 제도의 실적 달성 평가가 원래 취지와 달리 임의적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목표와 

연계되지 않고, 부서 및 개인 실적 평가 중심으로 운영, 단위부서별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배분율로 나눔으로써 

부서 내 팀워크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당시 인사팀은 평가와 보상제도 전반에 한 제도 개혁을 모색

하였다.

당시 인사팀은 이후 6개월 간 다른 기업들을 벤치마킹하고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 다양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외부전문기관이 제시한 균형성과지표(Balanced ScoreCard, 이하 BSC) 

기반의 성과목표관리제도를 한미글로벌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성과목표관리체계 도입을 주도한 외부전문기관은 건설산업에 BSC 기반의 성과목표관리제를 처음 도입

하는 것이었기에 제도 개발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2003년 말 

‘HanmiGlob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당시에는 HanmiParson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이하 HPMS)’로 명명한 한미글로벌 맞춤형 성과목표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한미글로벌은 처음

으로 이듬해 목표를 전년도에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이듬해 목표는 중장기 목표와 정렬할 수 있게 되었다.

HPMS는 회사의 연간 목표를 탑다운(Top-down) 방식의 cascading을 통해 고객접점 구성원의 목표로 인수

분해하는 개념으로 구축되었다. 즉, CEO는 설정된 당해 연도의 목표를 인수분해 하여 각 경영진 및 사업부장에

게 목표를 할당하여 목표 달성 전략을 강구토록 하고, 각 사업부장은 목표 달성 전략에 따른 Milestone 목표

를 팀장에게 평가항목으로 인수분해하며, 팀장 또한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구사를 위해 소속 구성원들에게 목

표를 부여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였다. 기존 MBO 방식과 비교해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목표 설정 시 실적을 

측정 가능토록 설정하는 것이며, 측정방법까지 명시함으로써 추후 평가 시 이견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였다.

이와 함께 CSF(Critical Success Factor, 핵심성공요인)와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

가 회사의 새로운 언어로 등장했다.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하는 목적의식과 더불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간

단명료하게 지시한 이 언어는 목표에 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평가결과를 공감할 수 있도록 쉽게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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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선 ‘전략 수립’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였고 더불어 목표를 ‘인수분해’한다는 것이 무척 어렵고 

까다로웠다. 이전까지의 회사목표가 일부 정량적인 재무계획을 제외하고는 개 방침 성격이 강한 정성적인 방

향제시에 머물 던 반면, HPMS 체계 도입을 통해 허울 좋은 막연한 방향제시나 강의 목표 등은 시스템적으

로 용납되지 않았기에 도입 초기에 임직원들은 혼란스러워 했고 문서작성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 HPMS 도입 당시에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였는데 2003년 말 현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HPMS(2004년 

사업 계획부터 HPMS 체계로 수립)로 인해 당시 본부장과 부서장, 부서원들은 혼동과 오해, 서류작업이 증가되

어 HPMS를 부담스러워 했고,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한 의구심도 많았다. 

그러나 2004년 여름 HPMS 체계하의 첫 번째 반기평가 이후에는 기존 MBO 제도 하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

점과는 달리 단위부서 내의 강제 등급배분이 폐지되었고, HPMS 평가를 위한 부서단위의 평가 및 점검이 도입 

전에 비해 부쩍 늘었기에 평가에 한 신뢰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등 성과관리 문화 전파가 이루어지기 시작

하였다. 특히 일부 현장이 우수하게 평가되어 소속 구성원 모두가 상위의 등급을 받은 반면, 부실한 평가부서의 

소속 구성원 부분이 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게 되자 개인보다는 조직, 조직보다는 회사에 한 성과 연계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로도 현재까지 HPMS는 매년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한미글로벌만의 성과중심 문

화 구축의 기반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선점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성과평가의 고도화를 들 수 있다. HPMS 도입 초기부터 2008년 상반기 성과평

가까지는 조직 성과평가와 개인 성과평가가 상호 연계되지 못하여 개인 성과평가의 관 화 즉, ‘B’ 이상의 우수

등급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직 성과평가와 개인 성과평가를 연계시키도록 개선되

었다(조직 성과평가 결과와 소속 구성원의 개인 성과평가 결과의 평균이 동일). 이로 인해 개인 성과평가 결과

가 비교적 합리적으로 배분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전사 재원 산정 결과를 근간으로 조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하며 이를 소속부서 구성원들에게 차

등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 2009년까지는 전사 성과급 재원 설정의 명확한 기준 없이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성과급에 한 구성원들의 예측성 향상 및 급여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 4월 전사 세

전이익 목표 달성률에 따른 성과급 배분 원칙을 공지하여 적용하였고, 2014년부터는 ‘구성원의 노력에  창출된 

이익으로 구성원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수립, 전사 세전이익 신 전사 영업이익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성원 개별 성과급 차등 지급방식의 경우 2008년 상반기까지는 개별 성과평가 결과에 의거 

배분 되었으나, 조직장 특히 현장 단장의 권한이 미약하다는 의견을 수렴, 2008년 하반기부터 팀장 및 단장에

게 성과급 배분에 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소속 구성원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한 성과급을 부서장이 자율적으

로 배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셋째, HPMS의 운영에 있어서도 성과관리 문화 구축을 위해 운영방식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꾀하였다. 우선, 

매년 회사의 전략방향인 경영방침을 연간 사업계획(HPMS Plan) 수립 시 반영하고, 전사 성과는 다차원적으로 

균형 있게 창출되도록 지표를 설정한 다음, 전사 목표와 부서별 목표를 정렬․연계하여 조직역량이 전사 목표달

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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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Dashboard 예시 ]

또한 매월 및 분기별 성과관리 점검회의(Monthly/Quarterly Meeting)를 통해 각 부서와 그룹사의 목표달

성 진척도와 부진사항 관련 만회 책에 한 공유 및 관리를 시행하고, 반기별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전사적으

로 각 조직의 사업계획을 공유하여 회사의 주요 이슈에 한 토론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전략과 목표 

및 수행방법에 한 지속적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회사의 연중 큰 행사인 경영전략회의는 연간회의(1월), 하반기회의(7월) 개최하며 경영진, 부서장, 현장 

단장, 노사협의회, 신입사원, 그룹사 표가 참여하고 있다. 회의는 연간 또는 하반기 전사 및 부서별 성과목표

와 목표 달성 전략에 한 발표, 전문가 또는 CEO 특강, 경영 이슈 관련 토론 등으로 진행되는데, 토론의 경우 

격년으로 패널토론과 조별토론 방식을 번갈아 적용하고 있다. 경영전략회의는 평소 본사와의 정보 공유가 미흡

했던 현장 단장들에게 회사의 현황과 전략방향을 자연스럽게 전파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진정한 성과관리 문화 구축에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점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4년 우선 ‘본사’의 HPMS 운영체계의 세 한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첫

째, 용어(terms)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규 부서장 또는 부서별 HPMS 담당인력을 상으로 매년 초 오리엔테

이션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둘째, 양식이 복잡하고 작성할 것이 많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이를 매년 

개정, 현재는 성과 목표 달성 Dashboard, 당기 주요성과와 부진사항 및 차기 만회전략의 순으로 폭 축소하

여 간소하게 운영하고 있다. 셋째, 지표, 목표, 가중치 설정에 일관성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주관부서인 전략

기획그룹에서 사업, 운영, 지원부서로 구분, 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성과 목표 설정 가이드를 매년 배포하여 상

호 간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5년 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비전에서 도출된 부서별 중

장기 과제를 연간 HPMS Plan에 반영하고 있다.

반면 ‘현장’의 경우 현장별 추구하는 사업 특성이 상이하고, 프로젝트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이 다르나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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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해 임의로 1~6월, 7~12월

로 구분하여 평가하다보니 프로젝트

의 실제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형평성을 개선하

기 위해 현장 맞춤형 지표 또는 목표 

조정을 시행하였다. 향후에는 반기 단

위의 일률적인 평가가 아닌 전 프로

젝트 사업수행 기간의 사업 평가를 

측정하는 방안으로 고도화를 모색하

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고도화와 개선 

노력에 힘입어 도입한지 10여년이 넘

은 현 시점에서 판단해보면 HPMS 제도는 회사의 경영시스템 중 가장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판단된

다. 하지만, 다양해지는 회사의 업역과 서비스의 진화라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향후 HPMS는 변화되는 회사의 사업 및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간소하나 핵심을 담고, 객관적이며 형평

성을 유지하되, 구성원들의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혁신 및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HPMS가 한미글로벌의 성과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독창적인 경영혁신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경영전략회의, 20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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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경영 : 차별적 경쟁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다.

한미글로벌은 제조업 등 타 산업과는 다르게 인적 역량이 매우 중요한 엔지니어링 회사이고, 숙련된 전문가 

집단이 보유한 기술 경험과 노하우를 토 로 프로젝트 성공에 기여하는 지식집약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CM

을 중심으로 한 사업영역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하므로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여러 건설전문 분야에서 생

성되는 방 한 양의 실무 자료와 경험지식, 기술을 확보하여 구성원 간에 원활히 공유할 수 있다면 업무 수행

의 질을 향상시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식을 축적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도록 관리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회사의 지식경영은 2001년 8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다. ISP 수립 시 도출된 IT 전략

과제 중의 하나가 ‘정보의 지식화’였다. 당시 산업계의 지식경영 도입에 하여 학술적 논의가 점진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전사적 지식관리를 위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업무 측면

으로는 지식을 정의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했으며, 정보시스템 측면으로는 흩어져 있는 지식

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2001년 12월부터 지식경영컨설팅을 시작하였고, 이듬해인 2002년 1월에는 지식경영 추진 전담조

직과 TF팀을 구성하여 지식경영 도입을 위한 사내 설문조사 및 업무분석을 수행하였다. 5월에는 지식경영 마스

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식분류 체계를 검토한 후 7월부터 9월까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목적으로 그

룹웨어와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을 활용하여 ‘KM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8월부터 지식관리시스템

(KMS)을 10월 개발 완료하였으며, 이후 지식경영 및 

변화관리 교육, CoP 시범운영제도 보완단계 등을 거쳐 

12월 9일부터 KMS를 가동 본격적인 지식경영시 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2003년 3월부터는 핵심지식 혹은 역량

을 창출, 공유, 축적하기 위한 모임인 

CoP(Community of Practice) 조직을 결성하여 현재 21개의 CoP가 본사 및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

다. 또한 그룹웨어 내 Q&A 체계 구축을 통해 KMS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검색이 어려운 필요하고 살아있는 

지식에 해 맞춤식으로 구할 수 있어 지식을 긴급하게 찾아야 할 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등 지식경영을 기

업문화에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지식경영 도입 이후에도 지식경영 관리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KMS의 지식검색기능, 지식생애주기 관리기능 등을 2005년 3월부터 업그레이드하여 7월에 오픈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글로벌의 KMS는 가동 이후 다수 구성원들이 지식을 등록하고 학습하는 지식

의 보고역할을 함으로써 업무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2004년 1월 KAIST가 주관한 

주요 기업 지식경영시스템 평가에서 종합 4위를 기록한 이후, 12월에 매경-부즈앨런 지식경영 상을 수상하였

고, 2005년 12월에는 당시 정보통신부 주관 디지털지식경영 상을 수상함으로써 최고수준의 지식경영운영체제

로 평가받았다.

 2008년 7월에 이르러 약 20인의 사내 TF를 구성하여 적인 지식경영 고도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식

경영 마스터플랜을 공고히 하고 지식경영 제도를 새로이 정립하였다. 회사의 핵심지식을 조사하여 지식맵을 재

[ 2002년 제1회 KM경진대회, 당시 손정선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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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고, 지식경영활동에 한 평가 

및 보상 제도를 수립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관리시스템(KMS)을 개발하

였다. 2014년 7월에는 지식검색 기능

을 자연어까지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

하고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식관리시스템(KMS) 및 그룹웨어의 

통합검색엔진을 새로 구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5년 12월 기준 현재 

지식등록활동에는 연간 약 4,300여 건의 지식을 등록하여 약 6만여 건의 지식이 축적되었다. 

▽ 지식경영 추진 현황

날 짜 추진내용

2001.12 KM 업무착수, 지식경영컨설팅 시작

2002.05 지식경영추진계획 수립

2002.07~09 지식경영 Pilot Project

2002.08 KM전문가 선발 확정, KMS 개발 착수

2002.10~11 KM전문가 워크숍

2002.12 지식경영시스템(KMS) 오픈(Opening Ceremony 포함)

2003.03 CoP(Community of Practice) 조직결성 및 운영착수

2004.01 KAIST KMRC 주관 지식경영진단 실시

2004.07~10 보안관리시스템(DRM) 설치

2004.11 매경-부즈앨런 지식경영 상 수상

2005.02 지식경영 현황 검토 및 개선안 수립

2005.03~07 KMS 1차 업그레이드

2005.12 정보통신부 주관 디지털지식경영 상 수상

2008.07 지식경영 고도화 사업 추진

2009.01 지식경영 고도화 사업 신규 지식경영시스템 오픈(2차 업그레이드)

2014.07 신규 통합검색엔진 도입(3차 업그레이드)

[ 2004 매경-부즈앨런 지식경영 상 ] [ 2005 디지털지식경영 상 ] 

[ KMS 도입 이후 누적 지식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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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표와 전략

지식경영(KM)은 전사적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이므로 외부환경, 경쟁사, 고객, 내부역량 등의 환

경 분석을 실시하여 비전 및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운영 중이다. 지식경영의 전략과제는 BSC의 네 가지 관점

(재무, 고객, 경쟁우위, 발전혁신)에 따라 분류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식경영은 Knowledge Based Global 

CM Company 달성을 위해 업무와 혁신, 학습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한미글로벌은 업무생산성 향상, Global 경쟁력 향상,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해 KM의 활용전략으로 지식

기반업무수행, Global 전문가 육성, 지식경영 인프라 고도화의 3  KM전략을 설정, 각기 3  전략과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도와 시스템 기반의 체계적인 변화관리 실천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 2020 KM 비전 ]

나. 지식경영 활동조직

KM 활동조직은 관리․평가를 담당하는 국내사업부 엔지니어링실 내 KM그룹에 속한 실무인력(지식경영 전담

조직) 외에 전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사의 지식을 생성하는 엔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KM 활동조직을 살펴보면, CKO(Chief Knowledge Officer)는 지식경영 운영에 관한 전반

적인 협의 및 의사를 결정하는 총괄 역할을 하고, 지식경영 전담조직은 지식경영에 관련된 사항을 기획하고 운

영하며, 시스템 관리 조직은 지식경영 운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KM전문가 조직은 지식경영 전담조직에서 지정

한 각 세부 업무분야에 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노하우를 보유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기

술분야와 관리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KM전문가인 

경우 해당 분야에 한 지식획득 및 전파에 앞장

서며, 담당 분야의 KMS에 등재된 지식을 평가하

는 등 관련 지식을 관리한다. 또한 지식경영시스템 

고도화 등 지식경영과 관련된 개선 아이디어를 도[ KM 활동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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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지식경영 행사 및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CoP 조직은 핵심지식 혹은 역량을 창출, 공유, 축적하기 위한 모임이나 조직의 현안을 해결하여 기업 경쟁력

을 강화시키는 학습․실행 공동체로서 크게 연구 CoP, 전략 CoP, 업무개선 CoP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

다.

다. 지식경영 활동

2016년 초 현재 회사의 지식경영 활동은 크게 지식등록 및 사용자 평가활동, Q&A 활동, CoP 활동의 세 분

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지식등록 활동에는 일반 아이디어와 직무발명 아이디어 제안이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핵심지식 확보 제도와 우수지식 전파 확  목적의 사내 구성원 상 KM 주간 소식지 발행 활동도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구성원 상당수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국내외 현장에서 근무하므로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지식공유(지

식등록과 사용자 평가 활동)와 Q&A 활동은 실시간 필요 지식을 제공하여 업무능력 및 효율을 극 화 하고 있

는 등 지식경영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 모임에 기반을 둔 CoP 활동은 

구성원 간 상호교류와 업무지식 교환과 전수를 장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체계화된 핵심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지식 확보 제도와 1인 1전문역량 확보제도(구성원 개개인별 1분야의 전문역량확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식신고 및 지식추천 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정기적인 지식 점검 외에도 불용지식을 관리하고, 

좋은 지식은 구성원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구성원이 추천한 지식 중 중요한 지식은 매주 발간되

는 ‘KM 주간 소식지’를 통하여 전사에 공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경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인 고도화를 꾀하고 있는데 첫째, 지식경영 보

상제도를 구축하여 BSC와 지식경영활동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노력을 전개하는 등 지식을 공유하

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다각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지식관리시스템은 문서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 지

속적으로 개선하여 보안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다음은 각 지식경

영 활동에 한 구체적 소개사항이다.

▼ 지식등록 및 사용자 평가

지식등록 활동은 구성원 개개인이 업무수행을 통해 취득하거나 생성한 암묵지(tacit knowledge, 언어, 문장

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지식)를 형식지(explicit knowledge, 매뉴얼 등과 같이 언어, 문장

으로 표현이 가능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지식)화하여 지식관리시스템(KMS)에 등록하고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활동이다. 따라서 지식등록활동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구성원

이 좋은 자료를 등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1월 기준 한미글로벌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지식은 약 60,000여 건에 달하며, 매년 4,000여 건이 새로이 등록되고 있다.

구성원이 등록하는 지식은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KM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전 구성원에게 공개된다. 구성원

이 KMS에 등록한 지식은 5점에서 50점까지 점수를 부여받거나 반려되며, 30점 이상 지식은 우수지식(핵심지

식)으로 분류하여 검색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 구성원들도 등록된 지식에 한 사용자평가 

활동을 통하여 KM전문가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데, 구성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과 KM전문

가가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지식의 최종 점수가 책정된다.



한미글로벌 20년사

제2부 한미글로벌의 오늘

경영부문-32

[ 지식 등록 / 공유 / 활용 프로세스 ]

또한 KMS에 등록된 지식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지식의 활용 정도 및 내용, 훼손 정도를 보고 불용결

정 또는 폐기하여 지식이 원활하게 검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식등록 활동 범주에 포함된 또 다른 활동인 직무발명 아이디어 제안은 특허법상의 ‘발명’, 실용신

안법상의 ‘고안’ 및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출원 및 등록을 지원하는 지식경영 활동이다. 기술의 복잡화 및 융합

화에 따라 직무발명이 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발명의 창출을 장려하여 회사의 경

쟁력을 높이고, 근로의욕과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미글

로벌의 경우 2016년 기준 54개의 특허와 5개의 실용신안, 1개의 해외출원(PCT)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아이디어 제안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문제점 및 개선아이디어를 건의함으로서 업무 효율화 및 근

무만족도를 도모하는 지식경영 활동이다.

HG 지식관리시스템의 특징

한미글로벌의 지식관리시스템(KMS)는 수행사업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중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지식맵(Knowledge Map)의 구성인데 지식맵이란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자료, 정보, 지식 등을 전문분야

별로 분류함으로서 구성원 간 효과적으로 공유와 활용이 

용이하도록 한 체계이다.

한미글로벌의 지식맵 구성은 기본적으로 건설사업과 연

관된 각종 기술 분야(Technical)와 경영분야

(Administrative)로 구분되며, 각 지식분류체계는 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3단계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기술 분야는 왼쪽 그림과 같이 한 가지 지식이 다

차원 관점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등록된 지식의 

검색이 쉽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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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제안 활동 프로세스 ] [ 직무발명 활동 프로세스 ]

▼ Q&A 활동(Question & Answer)

Q&A 활동은 지식등록활동과 달리 필요한 지식을 맞춤식으로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활

용한 지식경영활동이다. 구성원들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질문/답변의 장을 통해 지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하는 맞는 정확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등록된 질문/답변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제 분야별

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하다. 2016년 1월 현재 구성원의 활발한 참여로 매월 답변률이 

330%, 해결 완료된 질문 수는 전체의 약 94%를 상회한다.

[ Q&A 활동 프로세스 ]

▼ CoP 활동

CoP(Community of Practice)는 핵심지식 혹은 역량을 창출, 공유, 축적하기 위한 모임이나 공통 관심을 가

진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즉, CoP 활동은 유사한 관심 및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집단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개발하고, 각종 필요지식을 창출하며, 해당분야의 툴, 프로세스, 방법론 등을 개발하

는 등 조직 내 핵심역량 개발의 주체로 기능한다.

한미글로벌의 CoP 활동은 2003년 3월부터 조직하여 매년 30여개 CoP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기

준 22개의 CoP를 운영하고 있으며, 리더 1인을 포함하여 보통 15명 내외로 참여인원을 확보하고 있다. CoP는 

구성원의 원활한 교류 활동을 위하여 매월 회의 참석 인원을 상으로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CoP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략주제 CoP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조직된 

연구회로서, 전사 차원에서 하향식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략주제 CoP에는 회사에서 활동주제와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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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두 확정하여 운영하는 유형과 활동주제만 제안하되, 관심 있는 구성원이나 부서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자유주제 CoP는 프로젝트 관련 분야, 건설 및 직무분야 내에서 자유롭게 주제

를 선정하여 활동하고 있다.

CoP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식경영부서가 주관이 되어 매년 상하반기 활동평가를 시행하며, 매년 말에 

CoP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포상하고 있다. 상위 10개 CoP는 프리미엄 CoP로 선정되어 다음해 활동 시 활동지원

금을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상향 지급받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한 

CoP에는 별도 상금을 수여하여 구성원들의 CoP 활동 참여 독려와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유 형 CoP명 ’15년 CoP 페스티벌 수상결과

전략주제

건축설계 VE 연구회 입 선

구조 VE CoP

글로벌 건설계약 및 클레임 Case Study

기계설비 VE 표준화 연구회  상

노사발전모임

미래전략토론회

반도체현장 골조공사 품질관리 연구회 우수상

발전플랜트 연구회 입 선

원탁회의

전기통신 VE CoP

토목 VE CoP

행복경영

자유주제

도심지 고층건물 재건축공사 CoP

신사업 모델 개발 CoP

안전관리개선연구회 최우수상

지급자재관리 CM 서비스 차별화 CoP 입 선

초고층 기술 연구회 특 선

친환경 설계기술 핸드북 작성 연구회 특 선

ARTs 2.0 입 선

IT 업무개선 CoP 입 선

Parc1 건설관리 기술 연구회

Utility & 환경시설 연구회

[ 활동 중인 CoP(2015년 12월 기준) ] 

2004 CoP 경연대회 2015 CoP 페스티벌

[ CoP 페스티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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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지식 확보제도 (1인 1전문역량 확보제도)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핵심지식 확보 제도는 수행 프로젝트 및 업무 관련 핵심지식 확보에 집중하기 위

해 추진되고 있는 지식경영 활동이다. 본사 단위조직 및 현장 단위로 활동할 조직을 모집하며 5개월 간 핵심지

식 확보 활동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조직별로 목표를 수립 핵심지식 창출에 집중하여 지식을 구조적이고 체계

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기술역량을 심화하여 형식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구성원 개인이 참여

를 희망할 때에는 1인 1전문역량 확보 제도를 통해 핵심지식 확보를 꾀할 수 있다. 시행 첫 해인 2015년 상반

기에는 36개 현장 및 3개 본사 부서, 11명의 구성원, 하반기에는 37개 현장, 3개 본사 부서, 11명의 구성원이 

참여하였다.

CoP 멤버 인터뷰

- 엔지니어링팀(친환경그룹), 김동은 과장 -

CoP명: 친환경 설계기술 핸드북 작성 연구회

Q1. 2015 CoP Festival에서 특선을 수상하셨습니다. CoP특징과 성과를 소개한다면?

 2015년도는 친환경 기술 요소를 적용하여 건물 에너지 절감 100%를 이루기 위한 건설 전 단계에 

걸친 로드맵을 완성했다는데 성과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설계를 하고자 하여도, 그에 의한 공사비 증

가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기에,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기술 요소들에 해서 에너지 절감 정도

와 공사비를 분석하여 가장 경제적인 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및 공사비 업데이트가 

필요하겠지만, 일정한 사업비 범위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 절감 기술 요소가 무엇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를 위하여 친환경그룹 멤버들 

뿐 아니라, 건축/기계/전기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기술 검토와 토론에 참여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계

기가 되었습니다.

Q2. CoP를 하면서 회사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긍정·부정적 측면을 말씀해주세요.

 우선, CoP 활동을 통해 업무 이외에도 전문분야에 한 별도의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점, 관심사

를 공유하는 구성원과 소통하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멤버들 간 성과물의 

방향을 설정하고, 특정 기술의 에너지 절감 효과에 해서 지속적으로 토론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일과시간에는 업무를 수행하고 저녁에 CoP 자료 제출을 위하여 작업하였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CoP 정기적 모임이 개인적인 사정 또는 업무가 많을 때는 꽤나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이나 가끔은 자발적 동기부여로 참여한다기보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Q3. 향후 CoP의 계획이 있다면?

 친환경 설계기술 관련 CoP를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앞으로 실내 공기질, 재실자 쾌적성 같은 

에너지 절감 이외의 주제에도 관심을 갖고 이슈화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새로운 비지니스에 

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주니어급 위주의 CoP에 참여했었는데, 올해에도 개설되면 또 다시 참여해 보고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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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 주간 소식지 발행

2015년 이후 KM조직에서는 핵심지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우수지식 3건을 선정하여 KM 주간소식지(이하 

‘소식지’) 형태로 전 구성원에게 e-mail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선정되는 지식은 우수지식과 구성원이 추천한 지식, 

이슈가 되는 Q&A 등이며, 구성원이 주로 궁금해 하는 지

식경영 제도, 지식활용 방법, 지식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등

에 해서도 함께 공지한다, 소식지에 실린 지식은 KM전담

조직이 선정하는 활용성 높은 지식이므로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타 지식보다 열람수가 높고, 사용자평가 활동과 연

계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라. 지식경영 활동 성과

회사의 지식경영 활동이 경영에 미치는 성과를 명백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KM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재무

성과가 향상되어 고객 관련지수, 경쟁우위 및 발전혁신 관련지수 모두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KM은 도입 이후 약 14년이 지나 모든 구성원의 이해와 관심, 적극적 참여에 따라 더욱 높은 수준의 지식경영 

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사적 전략을 실현함에 있어서도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KM 주간 소식지 ]

지식경영 시스템 활용 에피소드

회사 지식경영 체계를 활용한 사례는 매우 많지만 그 중 가장 표적인 에피소드는 여의도 파크원 프

로젝트 수주과정에서 활용한 사례일 것이다.  파크원 프로젝트는 여의도 LG트윈타워 옆 통일교 주차장 

자리에 외국계 투자자들이 추진하는 복합단지 건설 프로젝트다. 업무용 빌딩 2동, 쇼핑몰, 호텔 등 연면

적 20만 여 평에 공사비만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초 형 프로젝트며, 영국의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가 설계를 맡고 삼성물산이 시공을, 한미글로벌이 CM용역을 맡았다.

바로 그 프로젝트의 수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크원 프로젝트 설계와 관련한 워크숍이 영국 

런던에서 있었다. 우리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워크숍에 파견됐다. 워크숍은 약 2주 동안 열렸다. 설계와 

시공 등에 한 토론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제기됐다. 그때마다 우리 회사 파견 담

당자는 워크숍에 나온 문제에 해 바로 다음날 어김없이 나름 로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자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들 놀라서 웅성거렸다.

“어떻게 바로 전날 제기된 문제에 해 바로 다음날 안을 제시할 수 있지?”

비 은 우리가 구축한 지식경영 시스템에 있었다. 우리 회사 담당자는 날마다 워크숍이 끝나면 인터

넷으로 회사의 지식경영 시스템에 접속해 해결책을 찾아냈던 것이다. 그처럼 우리 회사의 지식경영 시스

템은 업무현장에 매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했다. 우리 회사의 지식경영 시스템은 지금도 지

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경영혁신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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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만족 경영 : 고객지향 경영이념을 구축하다.

가. 고객만족경영 철학

‘고객에게는 최상의 품질과 신뢰를 통하여 고객가치를 창출한다.’라

는 명제는 회사의 경영철학을 구성하는 첫 번째 속성이다. 또한 조직

과 구성원이 추구해야할 다섯 가지 핵심가치(정직-안전-고객-탁월-

공헌)의 중심축으로 고객을 상정하여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회사는 업계 선도적인 고객만족시스템과 고객서비스 평

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 가치 극 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

러 고객중심의 회사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서비스에 

한 기본자세와 이를 실천하고자하는 구성원의 결의가 담긴 고객헌

장을 수립하여 모든 사업 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나. 고객만족 전담부서

B2C 산업이 아닌 B2B 산업에서의 고객만족 전담부서의 구성과 운영은 동종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혁신적

인 사례이다. 한미글로벌은 건설사업관리 업역에서 유일하게 고객만족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형 시공사의 

CS팀이 주로 공동주택 조합 및 입주자에 초점을 맞춘 B2C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보다 포괄적

이며 근원적인 관점에서 고객가치 향상과 고객만족 극 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의 고객만족경영을 전담하는 고객만족 전담부서는 실제적 고객가치 실현과 전사적 CS 컨트롤타워 

역할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3월 신설되었다. 초기에는 감사팀과 통합부서로 운영되다가 품질관리팀(QMS) 

및 안전(Safety) 부서와 통합 운영 과정을 거쳐, 2014년 10월 고객만족실이라는 이름의 독립 부서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16년 현재 국내와 해외 모든 사업부를 아우르며 사업조직에 한 고객만족활동 모니터링 및 활동 가

이드를 제시하고 피드백하고 있다.

 

다. 서비스품질조사

회사는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에 한 만족 수준과 심층의 고객 요구사항을 끌어내기 위해 반기 1회(연간 2

회) 전 프로젝트 고객을 상으로 한미글로벌이 제공한 서비스에 한 서비스품질조사를 수행해오고 있다. 

2007년 첫 조사 시 제기된 조사 신뢰성과 객관성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7년 하반기부터 조사의 전 과

정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품질조사는 단순 고객만족도 조사 형태가 아닌,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한미글로벌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 6가지 차원의 핵심요소에 한 KS-SQI(Korea Standard Service Quality Index)와 회사가 제

[ 고객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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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서비스에 한 포괄적인 고객의 충성도를 측정하는 NPS(Net Promoter Score)를 조사하고 있다. 

KS-SQI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서울 학교와 공동 개발하여 국내 유수 기업에서 널리 활용되는 서비스품질조사 

모델이며, NPS는 과거 베인앤컴퍼니가 2003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에 제시한 조사방법론으로서 전 세

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지표이다. 아울러 NPS 점수가 낮은 응답고객에 해 추가 오픈 인터뷰를 통해 고

객이 느끼는 불편과 니즈에 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에 한 즉각적인 개선을 통해 고객가치 향상의 기반을 축

적해 나가고 있다.

[ KS-SQI 조사 모델 ]

이렇게 조사·축적된 서비스품질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3개년(’13~’15) 평균 기준으로 KS-SQI는 87.5, 

NPS는 56.7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KS-SQI의 경우 2015년 기준 전체 산업계 평균을 18%(‘15년 업계평균 

74.1) 상회하는 수준이며, 산업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려진 종합병원·호텔 군 보다 6%(’15년 

업계평균 82.7) 앞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 한미글로벌의 최근 3개년 평균 NPS인 55.8은 세계적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40), 구찌(45), 티파니(51) 조사 결과(Milward 

Brown 조사결과)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편 임.

[ 연도별 SQI/NPS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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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객접점관리 활동

한미글로벌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고, 고객의 개선요청사항 및 솔직한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부 

담당자와 고객만족실 구성원이 연 200회 가까운 고객방문 면담을 수행하고 있다. 고객방문 면담의 상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고객은 물론 과거와 미래 예상 고객에게도 먼저 다가가 고객이 원하는 것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간극을 확인하고 개선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고객 최접점이 현장이라는 인식 하에 다양한 현장 중심 CS활동을 수행하고, 우수사례에 

한 공유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다음은 현장 CS 활동 및 우수사례 공유 활동이다.

▼ 차별화 서비스 발굴 프로젝트(2012)

국내외 현장 구성원을 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

하면 고객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지 현장의 경험을 토 로 차별적 서비스에 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였으며, 

기존의 서비스를 보다 차별화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구성원 스스로 고민하고 상호 교류하는 계기로 활용

하였다. 

▼ 나만의 고객관리 노하우(2012)

‘나만의 고객관리 노하우’는 회사의 표 단장 15명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익힌 고객만족 노하우를 

수필형식으로 풀어내어 동료들에게 전달하는 이벤트였다. 주1회 정기적으로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연재하고 연

재물을 소책자형식으로 만들어 고객만족 교육 자료로도 활용하였다.

     

▼ 현장특화 고객감사활동(2014)

회사를 믿고 프로젝트를 맡긴 고객에게 감사를 전하는 활동으로서 당시 운영 중인 전 프로젝트 단장을 중심

으로 고객감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단장이 직접 감사 손 편지를 작성한 후 고객을 방문하여 전달하였고, 추후 

많은 프로젝트에서 단원들까지 동참하여 고객에게 감사 손편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나만의 고객관리 노하우 ] [ 차별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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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현장 특성에 적합한 특화 프로그램(견학, 사회봉사, 기타 동호회 모임 등)을 구축하여 관계 증진에 노

력했다.

[ 현장특화 고객감사활동 – 고객감사메시지 보드 ] 

 

[ 고객 화합의 장 ] 

▼ 고객안심서비스(2015 이후)

건설프로젝트 특성 상 내・외부 환경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에 항시 노출되어 있

다. 옛말에도 집을 한번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발주자로서 건설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

은 무척이나 힘든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객이 한미글로벌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프로젝트를 안심

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이런 믿음에 부흥하고자 사업 특성에 따라 CM 주요 관리 요인인 6  항목에 걸쳐 고객이 가장 우려하는 부

분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한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고, 이를 고객안심서비스로 명명하며 우수사례

를 모았다. 예를 들어 사업비가 초과 될 우려가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단장과 단원은 예정된 사업비 내에서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공사비 절감요인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을 안심시키는 것이다.

[ 고객안심서비스 모형 및 고객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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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감사 편지1 : 동부생명 인재개발원 PJT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갔던 당사 인재개발원이 9월 

9일 망의 개원을 하여 감격스런 첫 교육을 전 직원

과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험난한 현장 여건 하에 시작된 사업이었으나, 다행

스럽게도 훌륭한 파트너인 한미글로벌과 아이아크 설

계사무소를 만나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

었고, 그 결과로 너무나도 멋진 인재개발원이 완공되

었습니다.

촉박한 일정과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도 당 프로젝

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CM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에 해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

다.

저희 동부생명 직원들에게 있어 인재개발원 개원은 

단순히 자체 연수원을 가지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넘어 도약하는 회사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연수원이 완공되어지는 과정들을 지켜보며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획시점부터 아름다운 설계안을 만들어 주신 아이아크 강성찬 표, 김석천 소장, 그리고 사업 초기

부터 동부생명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현장과 본사의 연결자로서 적극 지원해 주신 이정복 부장, 시

공사 선정 및 발주, 사업비 예산관리를 꼼꼼히 챙겨주신 T&T 정광천 차장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발주자를 신해 최선을 다하여 현장의 모든 관계자들을 관리하고, 사업 일정 및 공사 품질, 

안전, 공사비 관리 등 종합적인 건설사업관리의 모범을 보여 주신 박재열 상무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또한, 최고의 업무 역량은 물론 고객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지닌 직원들을 한마음

으로 이끌고 계시는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희 동부생명 측에서는 한미글로벌의 성과에 보답하고자 작은 성의의 표시로 향후 1년간 당사 인재

개발원을 무상 제공할 예정이오니 한시라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동부생명 프로젝트에 적

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분들이 보여 주신 금번 파트너쉽에 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동부생명보험(주) 표이사 사장 이 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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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감사 편지2 : 인천 삼성여성병원 증축 PJT 

저는 인천에서 조그만 여성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함경렬이

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오랜만

에 펜글씨를 써봅니다.

저는 1999년 말에 인척 간석동에서 100평이 조금 넘는 산

부인과 병・의원을 시작하였고, 그 당시 원무과장에게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병원이 어디냐고 묻자 서울여성병원이란 답

을 듣고 5년 내로 우리도 이럴 병원을 만들어보자며 그 동안 

열심히 일하였고, 그 결과 5년 후에 정확히 지금의 자리에 약 

700평 가까운 병원을 Open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열심히 했고 또한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어 

현재 1,000평이 넘는 여성병원을 운영하게 이르 습니다.

2번의 건물을 지어 보았으며 나름 로 건물 짓는 것에 한 

개략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여성병원이란(한국에서 No.5 안에 드는 여성병원) 

거 한 상 를 옆에 두고 나름 진료를 해 나가고 있으나, 병원 규모 등 모든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상

태로 현재 제3의 건물을 짓기로 결정하기에 이르 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연히 한미글로벌을 알게 되었고, 임창현 과장, 신동관 사원, 김창은 이사님을 차례로 알

게 되었습니다. 설계감리를 맡기고 일을 진행해가는 가운데 그들의 열정과 일에 한 전문성, 일을 진행

시키는 Process를 보면서 전문가 집단을, 설계, 설계감리라는 부분을 새롭고, 자세히는 모르나 존경스러

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에 도달했을 때 풀어가는 모습, 또 발주처에 한 배려, 제 

입장에 서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모습들에서 다 표현은 못했으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

희 같은 조그만 여성병원에서 한미글로벌이란 한국의 표적인 회사를 파트너로 만나 -물론 적지 않은 

Pay를 지불하고 있지만- 저희로선 다행스럽고 고마운 생각입니다.

현재 김창은 이사님께서 저희 병원을 위해 충분히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 저로선 매

우 감사하고 흡족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병원을 완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한미글로벌의 열정과 저희에 한 배려에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귀사와 저희가 파트

너가 됐다는 사실에 신에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며, 저희 역시 더 훌륭한 

여성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귀사가 멋진 또 비전 있는 훌륭한 회사로 계속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미글로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또 다른 열정을 기 하며...

2015년 7월

제일여성병원 원장 함 경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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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객감사 행사

회사는 기업 활동의 근간에 고객이 있음을 명

확히 인지하고, 고객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를 위

해 주요 고객을 상으로 고객초청 음악회를 개

최하는가 하면, 고객의 심층 VOC(Voice of 

Customer)를 발굴하기 위해 고객을 초 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고객의 의견을 경정하는 간

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창립 20주년 프로젝트로서 지난 20

년 간 회사와 거래한 모든 고객에게 감사방문을 

실시하여 CEO가 전하는 감사편지와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모든 고객 한분 한분이 

오늘날 한미글로벌을 있게 한 소중한 은인임을 새기고 있는 것이다.

바. 본사 고객만족 활동

회사는 고객만족경영 전략과 실행에 한 점검

기구로서 고객만족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매 분

기별 고객만족경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고객만

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다. 고객만

족경영위원회는 CEO, 사장단, 사업부장 등 회사 

경영진이 참석하여 각 사업부에서 접수한 고객의 

소리(VOC)를 공유하고 서비스 품질 수준을 점검

하여 향후 고객만족 증진을 위한 의사결정을 수

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기업은 소속 구성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사내/외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미글

로벌 또한 다수의 직무역량 향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미글로벌은 직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설업계 교육 관행을 넘어, 구성원들에게 주기적인 CS 교육을 실시하여 한 차원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고 있다. 표적 CS 교육 체계로는 신규/경력 입사자를 위한 고객만족 입문교육, 현장 단장을 위

한 사례위주의 고객만족교육, 조직장/임원 워크숍 및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객만족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내 그룹웨어에 별도 메뉴를 구성하여 구성원들에게 CS 관련 지식

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고객만족경영 체화를 꾀하고 있다.

사. 고객만족경영의 미래

한미글로벌은 약 1,000회가 넘는 고객 면담기록을 자산화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유형별로 고객 요구사항 및 

만족․불만족 사항을 정리해 왔다. 9년 간 외부기관에 의해 조사된 고객만족도 기록을 보유하여 서비스품질 차별

[ 고객감사초청 음악회(2008년) ] 

[ HITs 내 고객만족 폴더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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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미래의 고객만족경영은 이렇게 축적된 자산을 근간으로 하여 현업에서 발생하는 고객 

불편 및 불만사항에 해 선제적으로 응하고 고객에게 유용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의 연장선일 것이다.

프로젝트가 복잡해짐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기술을 한 개인에 의존하기보다 전문화된 조직역량 확충을 통해 

향상시켜야 하는 것처럼,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역시 구성원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기보다 조직 차원의 협업과 

업무시스템 구성을 통해 실현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보다 나은 고객 만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경영진

의 의지와 더불어, 현업에서 자연스럽게 고객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모습을 볼 때 회사의 고

객중심 경영은 지속발전 가능할 것이다.

고객 가치 창출 에피소드 

- 연합뉴스 사옥 프로젝트 단장, 이국헌 이사 -

진심으로 任하면 그 마음이 通한다(‘나만의 고객관리 노하우’ 수기 中)

CS부서에서 나만의 고객관리 노하우에 한 글을 요청받고, 사실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CM경력도 

일천하고, 또한 일인 단장 포함하여 이제 겨우 두 번째 프로젝트를 맡아서 수행 중이라 특별히 쓸 만한 

이야기 거리가 별로 없어 노트북 위의 하얀 페이지에 뭔가를 적다가 지우기를 몇 차례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지금까지 CM업무를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의 주제 위에 얹어서 써보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진심으로 임하면 그 마음이 통한다”입니다.

 나를 먼저 알려보자

제가 입사하여 처음 맡게 된 프로젝트는 모 그룹의 Pre-con 단계 호텔 프로젝트였는데, 호텔의 다른 

사업부에서는 이미 몇 차례 우리 회사 CM서비스를 경험해 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M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발주처에서 앞서 경험한 

CM서비스에 한 불만이 있는데다, 그 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에 신규 입사자를 배정했기 

때문에 발주처 관리부서는 한 달 정도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약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

태였습니다.

그 때 제가 처한 상황을 알고 나니 참으로 막막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지요. 과연 한 달 동안 1인 

단장으로 어떻게 해야 발주처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를 둘러싼 배경도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고, 발주처가 CM에게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되지

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것이 가능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CM을 알릴 상황이 되지 못하면 나를 먼저 알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고객이라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자와 일하고 싶을까?”라고 제 자신에게 물음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책상을 맞 고 매일 얼굴을 보면서 일을 하는 상 라면, 고객을 하는 태도는 기본이고, 고객의 프로

젝트를 정말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성심을 다해서 고객 입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 라면, 한번 

같이 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하나로 한 달 가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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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다행히 계약은 무사히 체결되었고, 이후 연장 계약을 포함해서 34개월간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주처의 특성을 이해하자

지난번에 수행했던 호텔 프로젝트는 Pre-con 단계의 업무였기 때문에 CM성과물은 보고서가 전부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초기에 작성한 보고서는 우리 회사 양식과 형식으로 작성되어 발주

처의 담당 팀장에게 제출되었는데, 담당 팀장은 이 보고서 내용을 다시 발주처의 보고서 양식과 형식으

로 편집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또한, 보고 라인이 기술계통이 아닌 기획라인이었기 때문에 담당 팀

장을 포함한 비전문가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수정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몇 개월 정도가 지난 후부터는 보고서 내용과 용어를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 시작했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아예 발주처의 보고서 양식과 형식으로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담당 팀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임원에 한 보고를 제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

고, 나중에는 오너 경영자에게 제출되는 보고서도 제가 작성해서 보고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물

론 담당 임원 또는 팀장의 배석 하에 보고가 진행 되었습니다).

오너 경영자에게 제출되는 보고서는 작성에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데, 담당 팀장과 임원의 사전 검토

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 검증까지 거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고 초기에는 보고서 내용 중 의문사항 한 가지에 해서 3~5회 이상 “왜 그렇죠?”라는 질문을 던

지며, 해당 사안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적인 내용부터 상세한 레벨까지 오너 경영자의 질문에 적절

한 답변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보고 전 항상 예상 질문을 100여 개 이상 생각해보고 답변 준비를 했습니

다. 그렇게 5차례 정도 오너 경영자 보고가 지난 후부터는 보고서 내용에 해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았

습니다. 아마도 보고 준비 상태나 자세에 한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이 아니었겠나 하고 추측을 해 봅

니다.

지난 번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발주처의 특성 때문에 보고서 준비에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했고, 특히 

보고서를 완료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언론사 특유의 조직 

특성 때문인지 보고서 내용의 깊이보다는 스피드와 논리가 중요시 됩니다.

중요한 척도로 부분 당일 보고 또는 익일 오전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프로젝트 초기

에는 지난번과는 너무도 다른 조직 특성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긴 했습니다만, 조직 특성에 맞춘 보고서

를 제출하니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CM의 주요 성과물인 보고서도 우리 회사의 기존 보고서 틀을 고수하지 않고, 발주처의 특성을 이해

하고 여기에 맞춰 작성하면, 서비스 제공자의 마음도 함께 고객에게 전달되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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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담당직원을 우리 편으로

프로젝트에 착수해 보면 어느 경우나 처음부터 CM을 신뢰하는 발주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발주처 

조직에 건설 관련 전문가가 있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나 그 양태만 다를 뿐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

고, 발주처 임직원의 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 만나는 회사와 

사람에게 갖는 경계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발주처 조직에 건설 관련 전문가가 있는 때 초기 업무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내를 

알아보면 CM이 자신의 입지나 위치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들

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CM이 자신을 돕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

합니다.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은 필수이고, CM의 보고서로 인해 피해가 가는 발주

처 직원은 없는지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항이 있으

면 발주처 담당 직원의 공으로 돌리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쌓이면 발주처 담당 직원의 마

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의도도 전달되어 더 좋은 성과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의심 많은 고객의 신뢰

언론사 발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언론사 임직원들이 건설업에 관계

된 회사나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건설산업의 크고 작은 부정․비
리 사건이 워낙 많았던 탓으로 여겨집니다. 설계단계 발주처 보고 회의에서 그런 불신의 벽이 아주 높

다는 것을 느낀 후에 어떻게 하면 이 벽을 낮추거나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방법이 의사결

정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토 사항은 발주처 실무자들과 사전 협의를 하여 정리하고, 의사결정 필요 사항을 압축

하여 임원 및 간사회의(사옥 건축 관련 의사결정기구)에 상정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

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CM이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도록 하

여 모든 의사결정이 발주처 스스로 한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사결정 절차는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단점도 있었지만, 약 

7~8개월간 진행된 설계단계 기간 동안 같은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발주처가 가지고 있는 불신의 벽을 

많이 없애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CM에서 보고하거나 제안하는 내용을 발주처에서 거의 부분 수용하고 있고, 시공단계 현장

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에 한 상당부분의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CM 경험이지만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고

객의 입장에 서서 업무에 임하면 그런 마음이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고, 고객과 마음이 통하면 프로젝

트의 성공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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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경영 : 서비스 품질 확보의 기반을 구축하다.

가.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품질은 고객에 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기업이 생존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는 비단 제조업

의 상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는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

는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라 하겠다.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체계의 일환으로 품질경영이 기업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품질경영은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품질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업무를 말한다.

한미글로벌은 창립 초기부터 품질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창

립 직후인 1996년 7월부터 영국인 QA 전문가를 Manager로 임명하여 QA개념을 도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창립 초기 회사에는 한국인 68명, 미국인 28명, 영국인 20명 등 총 116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45개 현

장에서 QIT(Quality Inspection Team: 외국인 품질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관계로 선진 외국의 QA 시스

템에 한 개념을 자연스럽게 도입‧체화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었다.

당시 QA업무는 외국인 전문가에 의해 영어로 만들어지는 Procedure를 번역하여 회사 절차로 시스템화하는 

작업과 국내 법규에 따른 감리업무(책임감리 및 시공감리, 현재는 건설사업관리로 일원화 됨)에 필요한 절차서

를 작성하는 작업이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문서관리는 당시 모기업이었던 美 Parsons社의 문서관리전문가에 

의해 문서관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중앙집중식 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의 문서관리체계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 품질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1996년 12월부터는 사내 전문가뿐 아니라 외부 QA컨설팅 전

문기업(ISOS Hartford Consulting Co. Ltd.)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완성하는 작업을 진행하

게 되었으며 업무분야별 절차서의 제정과 아울러 이듬해인 1997년 3월 회사 품질방침(Quality Policy)을 제정

하였다.

그러나 희망찬 첫해를 보내고 맞은 1997년 말 한국경제에 엄청난 파장

을 주게 된 IMF 사태가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 한미글로벌 역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하게 되었으나 힘든 시기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경

영층에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회사의 경쟁력과 기초를 다져 나가고자 품질

경영시스템의 설정작업과 ISO 인증 작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는 ISO인증 취득이 품질경영을 가늠하는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이러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처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Parsons社에서 선임된 Terry O’Brien 부사장을 

QMR(Quality Management Representative)로 선임하고 TF팀을 구성하

여 외부 QA컨설팅 전문기업(ISOS)의 컨설팅하에 1998년 2월 추진계획을 

설정하여 경영층에 보고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담당자 Workshop을 통

해 품질시스템을 다듬어 가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ISO 인증 추진요원들은 3월까지 9차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실행계획서 
[ 품질방침(’96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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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문서관리와 문서분류체계 검토,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 협의, 부서 간 

문제점 협의, 문서번호체계와 File Index 등 문서관리에 한 협의, ISO 

요건에 한 해설, ISO9000 문서화와 각 부서 지침서 설정에 한 사항 

등을 수행하였다. 동년 4월에는 매뉴얼과 절차서에 한 본격적인 문서화 

작업을 진행하여 품질보증매뉴얼(QA Manual Rev.0)을 공표하였고, 더불

어 19개의 절차서, 39개의 지침서로 구성된 회사의 품질경영 시스템 표준

을 설정하게 되었다. 5월에는 ‘용인 노블카운티 현장’과 ‘보정리 휴먼센터’ 

2개 현장을 시범현장으로 선정하여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주1회 현장 방문 

지도를 실시하였다.

6월에는 사내 QA 감사원으로 본사 부서장급 6명을 선임하여 인증 취득 

상 필수요건인 제1차 사내QA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적사항이 49

건 발생되어 이에 한 시정조치를 통해 시스템을 완성하는 작업을 진행

하였다. 이후 현장 시스템을 정리하고 QA경영자 검토 시행, 외부 QA감사

를 통해 최종적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에 해 보완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98년 8월 독일 유수의 국제적 심사기관인 TUV의 ISO인증심사가 본사 전 부서와 

‘용인 노블카운티 현장’을 상으로 실시되었고 심사결과 동년 9월 18일 ISO9002 인증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회사의 품질경영의 수준을 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ISO9002 인증 획득은 표준절차서에 따른 철저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CM전문회사로 우뚝 서기 위한 회사 경

영진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로써 한미글로벌은 IMF사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nternational 

Standard에 따른 Global 품질경영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 ISO9002 인증서 수여식 ] 

1998년에는 품질보증 체계에 한 전 구성원 교육과 더불어 각종 규정과 절차를 확립하여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해 등재하였고, 현장개설Package 설정 등 단위현장에 한 품질경영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회사 품질시스템

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2000년 10월에는 한미건설기술에서 한미파슨스로 사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품질방침이 개정되었고, 

12월 현장개설 초기 사업관리 계획에 사용하던 QP(Quality Plan)를 PIP(Project Implementation Plan)로 확

[ 초기 품질보증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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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하여 관련 현장과 본사 관련 부서에 한 교육을 거쳐 적용하였다.

 2001년 1월에는 조직변경에 따라 품질보증매

뉴얼(QA Manual Rev.2)이 개정되었고, 2월 기존 

절차서에 한 정비와 새로 제정해야 할 절차서의 

체계를 다시 확정하였으며, 9월에는 기존 ISO 인

증기한이 만료되어 ISO9001로 변경된 규격에 따

라 갱신 심사를 시행하여 재인증을 취득하였다.

2002년 3월에는 그룹웨어(HITs) 내 문서관리시

스템(EDMS)에 규정, 절차서, 지침서를 체계화하여 

등록하였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8월에는 문서체

계 변경에 따른 품질보증매뉴얼(QA Manual Rev.3)을 개정하였으며 각 수행업무별 절차서 구축과 현장 교육

과 Audit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초기 현장업무를 정형화 할 수 있는 현장 초기개설 지침을 설정, 운영하였다.

2003년 8월에는 창립 당시 수립한 품질방침을 개정하였고, 기존의 지침서를 절차서화하는 체계변경을 시행

하였다. 10월에는 ISO9001 규격이 1994년판에서 2000년판으로 개정됨에 따라 QMS Manual의 개정 등 업무

체계를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ISO9001 규격에 따라 갱신 심사를 받았다.

2004년도에도 QA Audit을 통해 본사와 현장에 한 각종 문제점

을 찾아내어 시정조치하고 필요 시 예방조치를 하는 등 품질경영 활

동을 지속하였다. 또한, 표준화 및 기술자료의 정비, 절차의 영문화, 

경영자 검토 등을 실시하였으며, CM현장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CMr Handbook을 제정하였다.

2005년도에는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인 HPMS가 도입되면서 QMS

를 책임지표로 확정하여 회사 내 모든 인원이 본인의 업무수행과 관

련하여 QMS에 한 평가를 받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즉, 사

전 QMS Requirements를 설정하여 공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한 평가를 위

해 상․하반기에 걸쳐 모든 본사 부서와 현장에 한 QMS Audit가 

수행되었다. 

아울러 입문교육과 각종 사내교육 및 현장 방문교육을 통해 품질

경영시스템을 인식시키는 한편 부문별 업무절차와 관련 양식 등의 

자료를 표준화하고 개선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사내 Communication Tool인 HITs를 업그레이드하여 Standard 

Folder에 규정, 절차, 지침, 매뉴얼, 양식 등을 한데 모아 보다 쉽게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 로드맵

을 새로이 구성하여 구성원의 활용성을 증 를 꾀하였다.

2008년에는 품질경영 인증심사기관을 TUV에서 DNV(노르웨이 선급협회)로 변경하고 그해 12월 ISO14001(환

경경영)에 한 인증을 신규 취득하였으며, 이듬해인 2009년 12월에는 OHSAS18001(안전보건)에 한 인증까

지 취득하게 됨으로써 명실 공히 동종업계 최초로 품질, 환경, 안전보건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보유한 회사가 되

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품질방침과 환경방침은 품질환경안전보건방침으로 통합 제정되었으며, 통합경영시스템

[ HITs EDMS 내 규정, 절차서, 등재 화면(Standards) ]

[ 품질방침,’03년 개정 ]



한미글로벌 20년사

제2부 한미글로벌의 오늘

경영부문-50

매뉴얼은 QES 경영시스템매뉴얼로 개정되었다.

내부적으로는 매년 사내 QMS Audit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수행함과 더불어 2010년 1월에 회

사 최초로 해외 현장인 ‘사우디 ITCC 프로젝트’의 

PM의 자격으로 QMS Audit을 수행하였으며, 4월 리

비아 20,000 Housing 프로젝트, 7월 사우디 ITCC 

프로젝트(2차)에 이어 이듬해인 2011년 7월 베트남과 

중국현장에 한 QMS Audit을 실시함으로써 해외 

프로젝트에 한 QMS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품질, 환경, 안전․보건을 아우르는 

통합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품질경영의 경우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질 수 있

도록 부문별 업무절차와 관련양식 등의 자료를 표준화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나. 문서관리체계(EDMS)

창립 당시 한미글로벌의 문서관리체계는 美 Parsons社의 체계를 모방하여 문서관리실을 두어 관리하는 오프

라인 중앙집중식 문서관리시스템을 근간으로 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하드카피를 그 로 보관하는 형태이다 보

니 문서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고, 보관을 위한 공간 또한 많이 필요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던 중 2002년 3월 회사 그룹웨어인 HITs의 개통과 더불어 인터넷을 바탕

으로 하는 EDMS(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업무표준을 

비롯한 QMS와 관련된 회사의 모든 기록들을 전자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산출물의 

건별 등재로 인한 전자문서 등록의 불편함으로 현장에서 생성된 다수의 문서가 EDMS에 등재되지 않는 사용성

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일괄등재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와 더불어 2013년에 EMDS와 Cloud 

서비스와의 연결을 모색해 회사 전자문서관리시스템과 연계한 

Cloud-EDMS 체계를 개발하여 2013년 4월 4일 특허출원 및 7월 

31일 특허등록을 완료하였다.

이에 2014년부터는 인터넷의 활용이 편리한 국내현장부터 

Cloud-EDMS 체계를 적용해 현장의 착수단계 시 현장 

Cloud-EDMS 체계 구축(Setting)을 지원하고, 진행단계 시 Cloud 

상에서 가입현장의 사용실태를 모니터링하며, 종료단계 시 현장 구

성원을 신하여 본사에서 일괄등재프로그램을 통해 본사 EDMS로 

현장의 모든 산출물을 이관하고 있다.

본사에 비해 상 적으로 열악한 현장 단위 품질경영 활동에도 

Cloud-EDMS를 활용한 현장 진행단계별 지원/실행/점검 시스템이 

구축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현장 착공 후 2개월간을 착수단계로, 준공 전 2개월을 종료단계[ Cloud-EDMS 특허증 ]  

[ OHSAS 18001 인증서 수여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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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사이를 진행단계로 정의한 후, 현장의 착수/진행/종료 단계별 본사의 지원과 주기적인 품질, 안전, 환경 

점검을 시스템화하여 현장 품질관리 수준과 우수 산출물 확인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품질관리의 선순환 구

도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는 Cloud-EDMS와 현장 진행단계별 지원/실행/점검 시스템을 통해 현장의 품질접점 중점관리 

상인 중점품질관리 항목 설정과 ITP 관리,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검측 Checklist 기준 설정, 검사/검측의 내실화 

및 기록관리, 시정공문 발행의 활성화 정도를 현장 주기에 맞춰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 간 격차가 

발생하던 품질 관리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여, 한미글로벌만의 품질관리 Tool로 활용하고 있다.

2016년 1월 기준 현재 국내외 100여개 현장에서 Cloud EDMS를 활용하여 모든 문서를 하드카피 없이 보관

하고 저장하는 Paperless 문서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Cloud-EDMS와 현장 진행단계별 지원/실행/점검 시스템을 활용한 현장의 품질관리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현장별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작업

을 시행하고, 나아가 커스터마이징을 수반한 시스템 관리를 통해 전반적인 회사의 운영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

리 잡도록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업운영에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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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경영 : 안전 최우선의 원칙을 수립하다.

한미글로벌의 창립 시점인 1990년  중반 우리나라는 성수 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부실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건설부실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또한 최근의 세월호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효율성 추구만을 우선했고 안전과 같

은 가치는 뒷전에 있었다. 하지만,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비단 해당 프로젝트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 파급될 수 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의 참여자 안전과 그 목적물을 인도한 후 사용자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다.

한미글로벌은 창립 이래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수행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

로 기울이고 있으며, 모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

다.

회사는 명확하고 엄격한 안전관리 철학과 방침을 갖고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공사의 일시적, 영구적 정지 또

는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유발하거나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안전사고로 정의하고, 

2014년 6월 핵심가치에 안전을 추가할 만큼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장의 CM단 구성원은 모두 전문적인 안전관리자들로서 국제안전규정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

고 시행하는 데 있어 선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용 이후 몇 년 동안 안전사고 발생률

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의 안전사고 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한미글로벌이 인간존중의 철학을 기반에 두고 현장 안전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규범을 빈번하게 위반하므로 제 로 검사하지 않으면 큰 인명피해와 함께 공정이나 

비용 면에서 손실을 입게 된다. 사소한 안전위반이 엄청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CM단 

구성원은 모두 현장 안전관리자로서 안전규범 위반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 일단 안전규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내용의 규모에 상관없이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위반 사항이 수정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고 판단되면 공사 중지를 명령하게 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구성원들은 위반사항을 정리하고 적용 가능한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SCAR(Safety Corrective Action Request)를 발행한다. 모든 SCAR에는 일련번호가 주어지며 그 번호로 로그

인하여 언제 시정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단 SCAR가 발행되면 현장안전관리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위반사항을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 이렇듯 

SCAR은 서면으로 작성된 지침을 현장에서 더욱 잘 준수하도록 하는 유효한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모든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회사의 각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해 가능한 모든 시정조치를 취하고 더 이상의 안이 

없을 때 부분 또는 전체 공사를 중지하는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 공사 중지 명령은 품질관리보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더 빈번히 발생한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생명을 위협하거나 그에 준하는 치명적 위험이 발견된 경

우에는 즉각적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지침이다.

본사 Safety 부서

본사 Safety 부서에서는 현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 기준과 절차 및 요구사항들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

한 기준들이 제 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현장방문점검과 사전 연락 없이 비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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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현장방문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무사고 기준의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준수

 비정기적 현장 방문

 신설된 현장, 신규 입사자, 시공사, 하도업체, 발주자 표를 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현장 안전관련 문제 해결

 현장의 Safety Risk Matrix와 Initial Safety Plan 작성 지원

[ 본사 Safety 부서의 역할 ]

안전관리 절차

한미글로벌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절차서를 구비하고 있다. 이 절차들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불이행 시의 처벌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구성원의 의무 불이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구성원은 상황에 따라 문책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공공공동 안전작업(Public Safety Works)을 위한 절차

 안전관리(Safety Control)를 위한 절차

 안전 시정사항 요구(Safety Corrective Action Request)를 위한 절차

 안전관리 시행(Safety Reinforcement)을 위한 절차

 안전점검(Safety Inspection)을 위한 절차

 안전사고 관리(Safety Accident Management)를 위한 절차

[ 안전관리절차서 ]

Safety First 설명 

한미글로벌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 어디에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Safety First 로고는 모든 업

무와 의사결정을 행함에 있어 안전수칙을 엄중히 지킴으로써 무사고를 지향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

를 표현한 워드마크이다.

특히 모든 문서에 이 워드마크를 삽입함으로써 고객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선언

하고 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 이를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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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경영 시스템 구축

한미글로벌은 2009년 12월 국내 동종업계 최초로 Global Standard인 OHSAS 18001(안전보건) 인증을 

DNV(노르웨이) 국제인증기관으로부터 취득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록관리, 일관된 안전상태 유지 등 

현장 특성 여건에 최적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인증심사 과정에서 2009년 10월 기존 품

질방침과 환경방침은 품질환경안전보건방침으로 통합 제정되었으며, 통합경영시스템매뉴얼은 QES 경영시스템매

뉴얼로 개정되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내외 다양한 안전관리 Know-how 축적을 기반으로 회사만의 7단계 안전/보건관리 체계

를 운영, 현장 안전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중점현장 및 사고다발 작업현장 선정 식별관리를 통해 시정공문 운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한미글로벌 7단계 안전/보건관리 체계 ]

나. 안전보건 전담부서 운영, 체계적인 안전예방 활동

한미글로벌은 2012년 조직개편에 따라 외국인 및 국내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전담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그룹웨어인 HITs 내 Safety/QMS 폴더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전사 안전점검결과, 안전자료(Minimum Safety 

Requirements, QR코드 등) 및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Global Standard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 HITs 내 Safety 폴더 ] [ 외국인전문가 현장 점검 ]

이와 같은 체계화된 시스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일일, 주간, 월간 안전점검 및 취약 시기별(동절기, 장마철, 해

빙기) 본사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문화 정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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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서고 있다. 또한 외국인 전문가에 의한 구성원 교육과 예방 점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특별안전점검 실

시, 추락, 화재 등 주요 위험요인별 주기적 캠페인 실시, 본사 엔지니어링실의 현장 지원점검 등 효율적이고 우

수한 최적의 운영방안을 설정하여 모든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는 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 HG 현장 안전관리 활동 ]  

다. 차별화된 안전시스템 : 스마트폰 QR코드 안전관리

건설현장에서는 각 공종별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에 관한 규정을 쉽게 찾아보고 현장에 

즉각적으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미글로벌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4월 ‘스마트폰 QR 코드 앱을 

이용한 Digital Safety Handbook’을 소책자 형식으로 발간하여 현장 안전관리업무에 적용할 안전관련 자료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QR 코드를 스캔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핸드북의 세부 

구성내용은 기술안전사고 발생방지 방안, 중 재해 반복발생 장비 및 공종 관리 방안, 표준안전관리기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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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S사 중 재해 유발 10  항목 안전관리기준 등을 담고 있다.

[ Digital Safety Handbook QR Code ]  

라. 선제적 안전사고 대응 : 설계단계 안전 검토(Design Safety Review)

시공단계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준공 이후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 한미

글로벌은 설계단계에서부터 Design Safety Review를 실시하여 프로젝트 준공 후 발생 될 수 있는 안전 위해 

요소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하는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여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 및 최소

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천하고 있다.

[ Design Safety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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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for Safety Manager

- Safety & QMS실, Peter Mcinerney, 송성민사원 -

Q1. Please introduce yourself.

A1. I am from Brisbane, Queensland, Australia, married with 2 girls, I have been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and mining industry for 29 years working and living in Australia and in 

the Middle East. My hobbies are many though the main one is riding dirt motorbikes in the 

outback of Australia and the bushlands around South East Queensland.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1. 호주 브리즈번에서 온 피터라고 합니다. 부인과 두 딸이 있으며, 호주 및 중동에서 건설 및 광산업

으로 약 29년 동안 일하였습니다. 취미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호주의 오지(Outback)와 퀸즐랜드 

남서부 주위의 숲지 (Bushlands)에서 산악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Q2. What's your role in Safety & QMS team?

A2. To undertake site safety inspections & 

advice to Korean site personal and establish 

Minimum Safety Standard for each work 

discipline, currently projects already have a 

number of standards available on HITs under the 

Safety/QMS section.

Q2. Safety & QMS실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2. 저는 현장 안전 점검 및 한국 현장의 공종별 최

소 안전 기준 수립을 위한 조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기준들이 작성되어 HITs의 Safety/QMS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Please explain the key point of Safety management, HanmiGlobal.

A3. Assist and advise with the project teams to comply with HanmiGlobal, Client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statutory legislation requirements.

Q3. 한미글로벌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4. 건설관련 참여자들이 건설 안전에 관한 관련 법규 및 법적 요구 조건을 따르는 것을 돕고 조언하

는 것이 중요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Q4. Please express your impression working in HanmiGlobal.

A4. Language is a challenge, to talk one on one to site personal and to attend meetings is 

extremely important, I have been fortunate to have a young engineer help me with 

communicating to site personal(Sungmin Song).

[ 판교 상업시설 현장 점검(‘1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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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fety and QMS team members have been excellent to work with since I arrived, they 

have made me feel very welcome and are helping me understand the local culture and food.

Q4. 한미글로벌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A4. 언어적인 부분이 저에게는 무척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일 일로 이야기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특히 중요한데 저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젊은 구성원, 송성민 사원을 만난 것이 가장 행

운이라 생각합니다. 팀원들은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가 입사하였을 때 무척 환영해주었고,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제게 소개해 주어 동료애를 느꼈습니다.

Q5. What's your ambitions or plan a safety manager in our company?

A5. First and foremost is to represent HanmiGlobal as a professional and help build 

ongoing relationships with our client base and potentially future clients. My ambition is to 

assist HanmiGlobal staff to enforce the objectives of Health and safety on all our sites and 

to be part of a team that can help win more work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rough 

contributing our consistent approach for safety management.

Q5. 한미글로벌에서 안전 관리자로서 목표나 계획이 있나요?

A5.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글로벌을 표해서 발주처 및 미래의 발주처의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공사

를 돕는 것입니다. 또한 저의 목표는 한미글로벌 전 현장에서 현장 구성원이 보건 및 안전의 목표의 실

현을 돕는 것이고, 안전관리를 통해 국내외 프로젝트가 성공하는데 일조하는 팀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Q6. What do you think of improvements for ours to grow global CM/PM Company?

A6. Have working knowledge of the language and culture for overseas.

    Joint ventures with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mpanies who are recognized leaders 

delivering quality projects safely, on time and within budget will enhance the skills for team 

members.

Q6. 한미글로벌이 글로벌 CM/PM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개선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A6. 해외 진출을 위한 언어 및 문화에 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

젝트의 품질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국제적인 건설 선도기업과 조인트 벤처 등으로 협력하여 정해진 

기간 및 예산에 맞추어 공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7. Additionally, is there anything that you would like to tell?

A7. I am enjoying my time living and working in Seoul, (not so much the winter season) I 

am looking forward to year ahead.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7. 서울에서의 생활 및 한미글로벌에서의 업무를 즐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즐기기 힘들지만, 

앞으로 맞이할 새해를 기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시기: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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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T 시스템 : 경영비전 달성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와 IT기술의 발전, 조직규모의 성장과 같은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경영에 

있어 IT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는 기업경영활동에 있어 필수적 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한미글로벌

과 같이 전 구성원이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업무 친화적인 IT 시스

템의 구축이 지속적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한미글로벌은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IT 포트폴리오의 투자가치 및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선진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여러 IT 시스템을 구

축 운영 중에 있다. 다음은 주요 IT 시스템에 한 도입목적 및 운영 현황이다. 

가. 웹사이트

창립기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약 6개월의 시간이 경과되어 경영과 사업 면에서 차츰 안정화 되어가자 1996년 

말 회사 홍보를 위해 표 홈페이지를 개설키로 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그 당시 인터넷 도메인(주소)은 

한미건설기술에서 한미(hanmi)와 건설기술의 머리글자(ctm)을 따 www.hanmictm.co.kr로 정하여 1997년 1월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하면서 홈페이지 제작에 들어갔다.

주요 홈페이지 제작 방향은 당시 회사가 미국 파슨스社와 합작회사이고 임직원 중 외국인의 높은 비율을 고

려하여 홈페이지를 국문과 영문으로 이원화하여 구축하기로 결정, 우선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한글 홈

페이지는 영문 홈페이지 내용을 번역하여 1997년 7월부터 운영하였다. 최초의 홈페이지는 단순 홍보를 목적으

로 회사 소개 위주로 구성되었다.

[ 초기 웹사이트 ] 

이후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e-Biz. 열풍이 불자 한미글로벌 또한 e-Biz.를 적극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2000

년 4월 e-Biz.팀을 설립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였다. 당시 e-Biz.팀은 설립과 동시에 회사 홈페이

지 개편 및 웹사이트 확장 작업을 시작하여 10월 회사 공식 홈페이지인 한미파슨스닷컴

(www.hanmiparsons.com)이 개통되었다. 회사의 홍보 및 영업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홈페이지 

개통식에는 당시 옥션의 이금룡 사장을 비롯한 외부 유명인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올 정도로 건설산업에서

는 선도적인 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이후 2001년 7월 건설사업관리(CM)에 한 일반 중 및 발주자의 

이해 증진과 홍보, 관련자료 제공을 위해 포털(Portal)의 역할을 수행하는 CM허브(www.cmhub.com)와 중소

규모 건축 프로젝트에 CM방식을 적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e집 사업의 온라인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사

이트(www.e-jip.co.kr)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2004년 3월에는 구성원과의 소통 강화 및 회사 홍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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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CEO 홈페이지인 김종훈닷컴(www.kimjonghoon.com)을 구축하여 CEO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였다.

이후 각 사이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새롭게 단장되고 개편되어 왔다. 2000년  

후반으로 접어들며 국내에도 SNS 열풍이 불자 블로그(2009년 3월)와 트위터(2010년 2월)를 개통하였으며, 스

마트폰이 확산됨에 따라 2012년 12월에는 모바일 기기에서도 회사 웹사이트가 구동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

였다. 

[ 현재 웹사이트(2016.04 기준) ] 

사이트 주소(URL) 비 고

한미글로벌 홈페이지 www.hanmiglobal.com 한국어, 영어, 중국어

한미글로벌 블로그 blog.hmglobal.com 네이버 블로그

CEO 홈페이지 www.kimjonghoon.com 한국어

CEO 블로그 blog.kimjonghoon.com 네이버 블로그

건설전략연구소 홈페이지 www.hgcsri.re.kr 한국어

따뜻한동행 홈페이지 www.walktogether.or.kr 한국어

따뜻한동행 블로그 blog.naver.com/ddablog 네이버 블로그

터너앤타운젠트코리아 홈페이지 www.turnerandtownsend.co.kr 한국어, 영어

에코시안 홈페이지 www.ecosian.com 한국어, 영어

아이아크 홈페이지 www.iarc.net 한국어, 영어

OTAK 홈페이지 www.otak.com 영어

OTAK JAPAN 홈페이지 www.otakjapan.com 일어, 영어

건설산업비전포럼 홈페이지 www.cvf.or.kr 한국어

차세  건설리더아카데미 홈페이지 www.ncla.co.kr 한국어

나. HITs(통합정보시스템)

한미글로벌은 창립 초기부터 IT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회계/인사시스

템, 홈페이지 등을 운영함으로써 IT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에 앞장서 나갔다. 그러나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기

술을 수용하고, 회사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속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통합정보시스

템 구축이 필요했다.

이에 선진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01년 6월부터 중장기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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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보화 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을 수립해 나갔다. ISP 수립을 위해서 모든 임직원들

이 참여하였으며, 외부 전문가 조직의 컨설팅을 받아 동년 8월에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어 12월부터는 ISP의 단계별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라 HITs(Hanmiparsons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통합정보시스템, 현재는 Hanmi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ISP

를 통해 도출한 HITs의 구성 모습은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담당하는 그룹웨어, 기록문서 및 도서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EDMS/Library, 지식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KMS, 경영정보를 관리하는 ERP 그리고 요약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EIS와 같은 단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단위 시스템을 하나씩, 논리적으로 상호 통합되도록 

구축하여 나갔다.

그 결과 우선적으로 2002년 3월 그룹웨어와 EDMS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그룹웨어는 본사와 현장에 흩

어져 있는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회사의 지향점을 공유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제공하

였다. EDMS의 경우 Paperless 사무환경을 만들고 문서의 재활용을 손쉽게 함으로써 업무생산성 강조를 꾀하

였다. 이어 8월에는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업무혁신과, 효율적 경영정보의 활용을 위해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를 구축하였다.

동년 12월에는 KMS와 EIS를 개통하였다. EIS는 경영층에 실시간 요약경영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축이 되

었다. 이렇게 하여 HITs가 완성되어 통합 정보시스템으로 전 구성원이 활용되게 되었다. 이후 2003~2004년에

는 HITs의 운영 확산과 안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식경영 체계, 보안체계, 자료백업체계 등의 구축이 이루

어졌으며, 이에 따라 CoP가 결성되고 활성화 되었으며, 자료백업 시스템, 메일보안 시스템, 디지털 자료보안시

스템(DRM)이 도입되었다. 2004~2005년에는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웹하드 시스템 및 PMIS 등 외부시스템을 

HITs에 접목하여 활용영역을 확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4년 4월 웹하드 시스템이 HITs에 접목되었으며, 

2005년 9월에는 그 동안 형현장 중심 개별 현장 단위로 상이하게 구축하여 운영하던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프로젝트관리 시스템)를 표준화하고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형 S/W) 형태로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HITs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외

부의 시스템이 SaaS(Software as a Service-클라우드 S/W) 형태로 접목되어 활용되어지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미글로벌은 처음부터 ‘마스터플랜 수립(ISP) → 실행’이라는 기본 프로세스를 준수하며 체계적으

로 IT 시스템 구축하고 발전시켜 오고 있다. 

[ IT 시스템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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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Master Plan은 2001년 최초로 수립한 이후 주기적(2006년, 2011년)으로 외부 전문가 조직의 컨설팅을 

받아 재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기 구축된 HITs도 내 외부 경영환경과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업그레이드되었다. 특히 그룹웨어는 2006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진

화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이 느린 해외에서도 쉽게 접속 활용 가능한 Light 버전 HITs가 개발되었고, 안드로이

드 및 iOS 등 운영체계의 제약 없이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버전 HITs도 개발되었다.

EDMS는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 업그레이드 하였다. 첫 번째 업그레이드인 2007년에는 그룹웨어

/KMS/ERP와 EDMS 간의 문서이관 효율성을 개선하였고, 2012년 업그레이드에서는 클라우드 EDMS를 도입하

여 PC에 저장된 현장문서의 EDMS 자동이관체계를 구축하였다. 

ERP 역시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였다. 2007년에는 업무프로세스에 적

합한 시스템 기능 재구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개선하였고, 2013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는 eAccounting 시스템

을 구축하고 모든 회계 업무를 디지털화 하여 Paperless 업무환경을 실현하였다. 

마지막으로 KMS의 경우 2008년과 2014년 두 차례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8년 업그레이드를 통해

서는 다차원 지식맵과 블로그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지식의 활용과 공유 활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고, 

2014년 2차 업그레이드를 통해서는 최신 검색엔진을 도입하여 지식의 통합검색기능을 크게 개선하였다.

[ IT시스템 구성도 ] 

▼ 그룹웨어/EDMS

한미글로벌의 그룹웨어(Groupware)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현장에서 근무하는 구성원이 부분인 회사의 특

성상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회사의 지향점을 공유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주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룹웨어 기능 중 전자결재 시스템은 평균 결재 소요일이 1일에 근접할 만큼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며, 전사 및 

부서 게시판, 사회공헌활동, CoP 활동, 조직문화(행복경영), 3분 Speech 등의 다양한 온라인 소통 채널은 회사

운영 현황과 지향점을 공유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그룹웨어는 모바일오피스가 구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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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EDMS Paperless 사무환경을 만들고 손쉬운 문서의 재활용을 통해 업무생산성을 극 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EDMS에는 본사문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등록한 58만 2,000여 문서가 등록(2015년 12월 기

준)되어 있어 문서의 손쉬운 추적은 물론 재활용에 의한 업무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그룹웨어, 모바일 오피스 ] 

▼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앞서 지식경영 부문에서 제시하였듯이 한미글로벌의 KMS는 지식경영을 위한 기반시스템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유와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 해내는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내․외부에서 습득된 지식은 지식Map에 따라 분류된 지식 저장소에 축적되고, 검색 시스템을 통

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찾고 활용된다. 또한 필요한 지식을 지식 저장소에서 발견하지 못할 경우 Q&A 

기능을 통해 맞춤형 지식을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통해 찾을 수 있다. Q&A 코너에 질문을 올리면 내・외부 전

문가는 물론 해당 분야의 지식을 보유한 구성원들로부터 답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관련된 기능으로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구성원들의 모임인 CoP 커뮤니티와 분야별

로 마련된 내・외부 전문 교육프로그램이 담긴 e-Learning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다. CoP 커뮤니티와 

e-Learning 시스템은 지속적인 연구와 지식교환 그리고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가 창출되도록 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KMS에는 흥미를 유발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KM Shop과 KM지수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KMS는 지속적인 변화관리로 회사 지식경영의 성숙도

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는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업무처리를 자동화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으로써 업

무생산성 향상은 물론 경영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ERP는 총 7개 부문 50여 개의 

서브(Sub) 기능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단계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 중복 없이 일관

성 있게 처리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모두가 부여된 권한 내에서 경영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경

영층은 EIS를 통해 요약 경영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또한 ERP 시스템에는 전자결재 

기능과 카드사와 국세청 등 외부 조직과의 데이터 교환 가능으로 구성된 e-Accounting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

다. 이를 통해 많은 업무프로세스가 디지털화 되었고 Paperless 환경이 실현되고 있다. ERP 모듈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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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S ] 

   

[ ERP ]

Time Report 시스템은 향후 ABC(Activity Based Costing) 체계로 발전하여 성과관리시스템(HPMS)과 연

계됨으로써 프로젝트 단위의 책임경영체계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개인 단위로 Business Unit을 세분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 보안체계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직의 성과를 증 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 편의성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함께 보장하여야 한다. 때문에 정보시스템의 영역 및 성능 확장과 병행하여 시스템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외부 네트워크로부터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화벽(Firewall)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스팸 메일과 바이러스 메일을 차단하고 전자증거개시

(e-Discovery)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메일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KMS와 EDMS에 축적된 지식자산

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서유출방지 시스템인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CM업의 성격상 다수의 구성원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조직의 핵심역량은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는 

각 현장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창립 시부터 개별 현장의 각종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KMS, EDMS, 

PMIS 등의 정보화를 추진하였다.

PMIS의 경우 초기에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PICS(Project 

Information Control System) 또는 ICS(Integrated Control 

System)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의 연구가 진행되

었으며, 단일 PC에서 MS Access와 Primavera P3, MS 

Project 등으로 운영되는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이후 1999년에 최초의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가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에 구축되었

다. PMIS는 당시 열악한 전산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 중단 없이 운영되어 공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하고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때의 PMIS는 업무 결과물의 이중 등록에 의한 공유 차원으로 운영

되는 한계가 있어 운영을 전사적인 단위로 확산하지 못하였다. 

[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PM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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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000년도 초・중반 들어 초고속 인터넷의 확산 등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정보화 비용이 급속히 하락

함에 따라 웹 환경에 기반을 둔 PMIS가 구축이 되고 활용되었다. 시스템 운영을 전사적인 차원으로 확산하기 

위해 2005년 9월에는 업무프로세스와 사용양식을 표준화하여 전사에 적용할 표준형 PMIS를 구축하였다. 표준 

시스템은 전문 IT업체를 통해 구축하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프로젝트에 ASP(이후 SaaS라 불림) 형태로 적용

하였다. 이후 주요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왔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부류인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로의 활용이 정착되었다. 표준형 PMIS는 아래 그림과 같이 사업안내 시스템, 사이버상황실, 사업

관리시스템과 같이 3개의 논리적인 계층을 갖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 PMIS 구성 ]

이후 2010년에는 단일 프로젝트 및 전사에서의 PMIS 구축 실적과, 업무 프로세스와의 연계 운용 노하우 등

을 기반으로 4 강 통합사업관리 구축용역을 통해 전국 단위 Program Management Level의 고도화된 시스

템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규모 프로젝트 운영 실적을 기반으로 지난 2012년에는 Portfolio 

Management Level인 국방‧군사시설사업 PMIS 구축까지 한미글로벌의 우수 역량을 발휘하였다.

[ 4 강 통합관리시스템 ] [ 군 사업관리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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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T시스템의 미래

IT시스템은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 IT기술의 발전, 조직규모의 성장과 같이 내‧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변화하

고 발전한다. 한미글로벌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창립 초기부터 건설현장과 건설산업에

서의 IT 활용 기회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PMIS 활용, e-Business팀 설립, 온라인 e집 사업 추진, 

건설IT 전략 수립 및 조직 운영 등이 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비즈니스 전략적 측면에서의 IT활용 노력은 

미래에도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며 멀지 않은 미래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 하고 있다.

IT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컴퓨팅 기술의 발전이 미래의 변화를 주도 할 것으

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의 IT시스템도 HITs와 같은 기존의 시스템과 외부의 새로운 시스템들이 클라우드 컴

퓨팅 기술에 의해 연결되고 통합되어지며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PC 기반 활용 형태는 사라지고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모습으로 변화 해 나갈 것이다. 조직규모

의 성장 측면에서는 글로벌 ERP 도입, 그룹사 IT 시스템 연계 활용, 그룹사 차원에서의 IT서비스 조직 통합이 

미래의 주요한 변화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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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속가능 경영

Intro : 고객과 함께 100년 기반을 마련하다. 

글로벌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선진

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지켜야 할 패러다

임으로 받아들이는 기업이 늘고 있다. 경제적 수익

성을 바탕으로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구

현하고 나아가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속가능경영은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이라

면 반드시 받아 들여야 할 경영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미글로벌 또한 창립 이후 ‘지속적인 혁신을 통

하여 건설 산업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인류사회 발

전에 공헌한다.’라는 미션과 ‘Global Top 10 

CM/PM Company’를 목표로 윤리경영, 사회공헌, 경제/산업발전, 구성원 만족, 고객가치 향상이라는 5  핵심 

축을 중심으로 전사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08년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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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경영 : 철저한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공정거래 기반의 정도경영 체계 구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좋은 평판’이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옳은 말이다. 창립부터 건설업계의 부정

부패, 불건전한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한미글로벌의 윤리경영에 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들은 ‘한미글로벌은 

윤리기준을 엄격하게 지키는 회사’라는 좋은 평판을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평판은 회사의 소중한 자산

이 되었다.

한미글로벌의 CM서비스는 고객의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투명한 프로젝트 관리 역량이 함께 요구된다. 고객, 시공사, 설계사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투명한 프로젝

트 관리가 가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성원들부터 청렴한 도덕성으로 무장해야 했다. 창립 초기부터 경

영진은 강력한 윤리경영 의지를 천명하였고 해를 더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사의 발전에 발맞추어 다양한 윤리경

영 프로그램이 도입 운영되었다.

창립 초기에는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였다. 먼저 내외적으

로 윤리경영 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은 업계 종사

자라면 누구라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막상 아무도 먼저 나서서 타파하지 

못했고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용기 있는 선언

과 행동은 구성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구성원 스스로 윤리와 양

심을 지켜나간다는 자긍심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와 더불어 창

립 시부터 매월 실시되어 온 사회공헌활동 또한 회사의 독창적 윤리관을 

육성하는 데 강력하고도 유효한 수단이 되었다.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

의 덕분으로 구성원의 윤리적 무장은 순조롭게 갖추어졌다.

그러나 2001년도부터 회사는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갔고 재무성과는 

나날이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구성원의 수 또한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여 

200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당시 매주 새로운 인력이 입사하고 회의실

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의 채용면접이 필요해 회의 장소가 부족하다는 불

만이 생길 정도였다. 그런데 신규 입사자가 거 합류하게 되자 입사자

들이 가지고 있는 전직 회사의 조직문화 틀과 저마다 갖고 있는 윤리관

이 달라 내부 조직력의 약화가 우려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구성원이 느끼는 조직문화와 윤리관을 통일하는 일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윤리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Task Force 팀이 

구성되었고, Parsons社의 Business Ethics Code를 우리 현실에 맞추어 

준수 및 측정 가능한 부분으로 압축하였다.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및 발

주자의 의사결정까지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업무에 임해야 한

다는 조항을 반영함으로써 윤리적 책임한계를 보다 확장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그해 3월 윤리규정 초안을 작성한 데 이어 8월 내부의견 수렴

을 거쳐 9월에 윤리규정(Code of Ethics, COE)을 책자로 만들어 전 구

성원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규정제정과 더불어 윤리경영에 한 구성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 초창기 윤리규정 ]

[ 현재 윤리규정 ] 



제2장 경영부문
04. 지속가능경영

경영부문-69

HITs 내 윤리규정 폴더를 만들어 규정의 상세한 내용과 사례 및 설명 동영상 등을 등재하여 내부 공감 를 확

하였다. 이어 전 구성원이 윤리규정을 숙지함과 동시에 준수할 것을 서약했다.

윤리규정은 업무 상 판단의 기준을 회사 전체로 통일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임의 처리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규정의 내용이 유치하다는 의견과 우리만 지켜

서 될 일이냐는 우려도 있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우려가 오히려 구성원들의 도덕적 자긍심으로 변화되

었고, 지금은 타 사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2003년 2월부터는 연봉계약서에 윤리규정의 준수를 고용조건상 특약사항으로 반영하였으며,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하자마자 사회공헌활동에 한 의무참여와 더불어 윤리규정 준수를 서약하였고, 2006년부터는 전 구

성원이 매년 서약을 갱신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특히 부정사건을 저지른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One Strike Out’ 원칙을 명문화하여 부정과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2005년 12

월 경영비전 선포 시 회사 핵심 가치 중 첫째로 ‘정직’을 선정하여 윤리경영 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먼저 윤리

경영과 관련된 회사의 서약이나 윤리규정이 사문화되지 않고 업무수행의 지침과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도

록 모든 신규 입사자들에게 ‘Welcome Package’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윤리규정 준수서약, 윤리경영 입문

교육, 반부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회사의 윤리경영에 한 의지 및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재직자들을 상으로는 매년 1월 윤리규정 준수 의지를 재확인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매 분기마

다 Topic Training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장과 소속 구성원들이 윤리경영 이슈에 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으

로써 윤리경영에 한 공감 를 형성하고 있으며 년 1회 이상 조직장 상 특별 윤리경영 교육을 시행하여 솔

선수범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특정 상황이 결부되었을 때 조직 내부의 

증언과 제보가 없으면 그 조직의 부패관행이 결

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의 건강성 회복 및 

견제를 위해 2007년 조선시  신문고를 모티브

로 한 ‘사이버신문고’를 도입하였다. 이후 적지 않

은 내부제보(구성원 및 사업관계자)는 회사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내부제보를 건강한 기업문

화로 수용하고 있다. 2014년에는 익명성 신고가 

가능하게 시스템을 개선하여 제보자 보호를 강화

하였고 2015년에는 제보자에 한 포상 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내부제고 활성화를 통한 비윤

리적 행위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일상 업무와 통합이 중요하며 이러한 배경 하에 업무 곳곳에서 윤리경영 방침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 결재규정에 ‘4 eyes principle’을 적용하여 중요업무, 부정

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는 반드시 두 명 이상(4 eyes)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분리 원칙

(Segregation of Duty, SoD)을 적용,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는 한 명이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반드시 두 명 이상이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부정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비용사용의 투

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회사비용은 법인카드 사용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을 

[ 윤리경영교육(201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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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기재하게 하여 구성원 본인 스스로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고 자기비용 자기결재 금지 원칙을 적용 

모든 비용은 회계부서에서 최종 검증을 통해 승인을 하고 있다.

불건전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선물과 접 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통상의 수준을 넘어

서는 선물과 접 를 금지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사전에 내부승인을 얻도록 하여 한 

번 더 검증작업을 거치고 있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우리 구성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선물을 수령한 경우 즉시 리스크관리실에 신고하여 해당 물품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있

다.

회사와 구성원 간 이해상충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회사와 경쟁관계 있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고 부업의 경우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소속 조직장의 사전승인을 받게 하고 있다. 상장법인

으로서 내부자거래 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인사팀장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하며, 강의료는 일정액(교통비)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도록 하여 구성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기 보다는 항상 회사와 사회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경영 프로그램들이 제 로 작동되는지 리스크관리실에서 정기적인 내부감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부족한 분야에 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인 윤리

경영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윤리경영은 확고한 조직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건설업계에서 

‘한미글로벌은 윤리기준을 엄격하게 지키는 회사’라는 좋은 평판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 다. 또한 창립 시부터 

매월 실시되어 온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우리 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축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리스크 관리실

리스크관리실은 불확실성이 높고 리스크가 일상화된 경영환경에 비하기 위해 2012년 1월 신설된 조

직이다.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전사 리스크 관리, 법률자문 및 소송, 채권관리, 윤리경영, 내부감사이며 

리스크관리실장 포함 4명의 구성원이 근무하고 있다(2016년 6월 기준).

 리스크관리실은 선제적 리스크 응, 리스크 관리의 일상화라는 모토아래, 지표화가 가능한 리스크는 

KRI(Key Risk Indicator) 선정하고 계량화하여 관리하고, 지표화가 가능하지 않은 리스크는 Key 

Process를 선정하여 분기 또는 반기단위로 리스크를 분석하고 있다. 매월 개최되는 리스크 관리 회의 

시 KRI 및 Key Process 등 전사 리스크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응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법률자문 및 소송 업무는 사내 변호사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계약검토, 법률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각종 소송에 적극 응함으로써 회사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채권관리는 미수채권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강력하고 실효

성 있는 법적 조치를 통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응하고 있다.

 내부감사는 업무감사와 부정감사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업무감사는 지도감사 위주로 접근하여 업무

절차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부정감사는 지도감사와 적발감사의 양방

향 접근을 통해 윤리경영 프로그램 이행수준을 모니터링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부정행

위 적발 시 ‘One Strike Out’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여 윤리경영에 한 회사의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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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한미글로벌을 비롯하여 많은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부정부패, 불건전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회사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서

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속 구성원들이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일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부정부패 및 불건전한 관행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악습을 타파하려는 회사와 구

성원들의 노력은 오히려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회사는 기존과는 다른 방향의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2014년 윤리경영에 한 로드맵을 재정비하였다.

[ 윤리경영 Roadmap ]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도 눈을 돌린 것이다. 먼저 

회사를 리하여 일하는 외주업체, 하도업체 등 협력

업체가 우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도

록 하였다. 신규업체 선정 시 업무능력 뿐만 아니라 

청렴성 실사를 실사하여 통과한 업체에 한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장에서 윤리경영 교육 시 협력업체 구

성원도 회사 구성원과 동일하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업무처리 기준을 적

용하고 있다. 

협력업체의 경우 회사의 관리 범위 내에 있기에 동

일한 수준의 윤리경영 실천이 가능하지만 고객, 시공

사, 설계사 등은 회사의 관리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

문에 어떻게 하면 이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까 고민하였다, 그 결과 고민 끝에 얻어낸 결론이 

2014년 하반기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윤리경

영 실천 협약’이다.

‘윤리경영 실천 협약’은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반부

패 운동 중 하나인 ‘Collective Action Project’에서 

착안한 것으로 건설업계의 악습과 싸우기 위해 프로

젝트의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연 를 제안하는 것이

다.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하나 하나의 힘만으로 

[ 윤리경영 실천협약식, 파라다이스시티현장(‘15.12.10.) ] 

[ 윤리경영 실천협약식, 미국 LA CGV 현장(‘1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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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한 악습과 맞서 싸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객, CM단, 시공사, 설계사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Collect Action) 해당 프로젝트에서 만큼은 부정부패, 불건전한 관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회

사가 창립 당시 내걸었던 기치인 ‘새로운 건설문화 창달’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2014년 14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15년 20여개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실천협약이 

체결되었다. 협약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 시공사, 설계사의 현장 책임자가 직접 서명하였고 협약서 

내용도 단순히 선언적 문구로 그치지 않고 법규준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부패 및 뇌물금지, 각 사간 부

정부패 신고 채널 공유 등 실천을 위한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수적천석(水滴穿石)이라는 고사성

어가 있듯이 어떻게 보면 작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하나씩 쌓이면 새로운 건설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

하는 한미글로벌의 윤리경영 실천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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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재육성 : Excellent People 육성 기반을 마련하다.

한미글로벌의 인사제도는 회사 비전인 탁월한 솔루션으로 건설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을 구현하기 

위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확보된 인력이 최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발휘한 능력을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그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다.

가. 인재채용

창립 초기 회사 인원은 외국인 50여명, 한국인 약 70여 명 등 120여 명으로 출발하였다. 외국인은 미국의 

Parsons社의 직원과 영국인들이었고, 한국인 직원들은 건설관련 기업에서 근무하던 인재들 중 지원자를 모집하

였다. 이후 주로 구성원의 인맥을 통하여 인력을 확보하였다. 초기의 인력은 외국인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한국

인은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점차적으로 한국인 주도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

[ 연도별 한미글로벌 구성원 수(그룹사 제외) ] 

초기에는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공채로 인력을 확보

하였으나 2000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한 수시 입사지

원체계를 갖추어 현재는 신입 및 경력사원을 위한 채용을 

온라인(http://recruit.hanmiglobal.com)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신입사원의 경우 2007년부터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공

개채용 형태로 선발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2011년 하반기

부터는 6개월의 해외인턴기간 뒤 임원면접을 통해 정직원

으로 전환되는 ‘해외 인턴쉽’을 도입하여 신입사원을 선발

하고 있다.

경력직 구성원의 경우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영업, 회[ 한미글로벌 온라인 입사지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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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야의 전문가를 인력 소요 발생 시 상시 채용하고 있다 채용단계에서는 지원자에게 진행현황 및 합격여부. 

를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우수 구성원을 선발하기 위해 년부터는 내부구성원의 채용추천 제도를 활성화하였고 추천에 2002 , 

따른 포상을 통하여 채용인력 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Pool . , 

면접 시 내부구성원의 추천여부를 표기하지 않아 불투명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인재상

한미글로벌은 회사의 미션 비전 의 경영철학 외부 환경 분석 등 다각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인, , CEO , 

재요건을 개인차원 조직차원 고객차원 사회차원 관계차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함축하여 인재상을 , , , , 

정립하였으며 이렇게 설정된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 및 인재육성에 활용하고 있다, .

새내기의 한마디

▼ 년 월 일 입사한 신입사원 명의 다짐을 들어봅니다2016 1 1 6 .

고영섭

한미글로벌은 분명 구성원을 그리고 구성원 서로를 사랑하는 회사입니다 항상 , .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며 스스로를 부지런히 갈고 닦아 창립 , 

주년에는 한미글로벌 기계직군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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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한 가족이 된 명의 인턴사원의 패기를 느껴봅니다2016 1 1 7 .

성민준

싱가폴 프로젝트를 지켜보며 가슴속에 품었던 의 꿈Marina Bay Sands CM . 

강력한 전문가 집단이라는 첫인상에 매료되어 품어온 한미글로벌에서 끊임없이 정

진하며 역량을 쌓아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겠습니다.

신은비

따뜻한 회사 한미글로벌의 구성원으로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음에 새롭게 도, ,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배움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행복에너지를 . , 

발산하는 창립 주년 년이 되길 희망합니다20 , 2016 .

윤소연

의 역사와 회사의 역사가 함께 가는 한미글로벌에서 전문가로서의 경력CM CM

을 쌓아갈 생각을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조직인 한미글. 

로벌의 이미지에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동열

앞으로 마주칠  많은 난관들을 반드시 버텨 이겨내어 한미글로벌로부터 받은 

첫인상인 자부심 을 끝까지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프로젝트 현장에서 ‘ ’ . 2016

년의 마지막 해를 보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이원녕

대한민국 의 살아있는 역사 한미글로벌에서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CM , 

힘을 보태겠습니다 뜻 깊은 해 신입사원이 되어 마음이 새롭습니다 쉽지 않은 . . 

인턴과정을 도와주신 베트남 현장의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필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현장에서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항상 첫 출근SDV V2 . 

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윤수정

미얀마 양곤 호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배

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축 기계 전기 등 다양한 . , ,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있는 한미글로벌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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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사배치. 

제조업과는 달리 대다수의 구성원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미글로벌 업의 특성상 인사배치는 인력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인사명령과는 별개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

첫째 사내공모제 를 운영하고 있다 사내공모제란 주요보직 및 본사근무 인력에 대해 사내 공모, (Job Posting) . 

하여 적임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구성원들에게 보직변경 및 공평한 직무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인력을 선, 

별 육성하며 임직원 개개인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하여 업무 생산성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

둘째 기술직 인력들은 프로젝트의 운영상황에 따라 인사이동이 잦음에 인사발령 사전예고제를 통해 구성원, 

에게 다음 배치 예정 현장을 사전에 알려 심적 불안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성원의 직무확대 및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여 본사 동일부, 

서 년 이상 근무 엔지니어 및 국내외 현장 연속근무 구성원 국내 년 해외 년 은 순환근무가 가능토록 하3 ( 7 , 3 )

이성술

전문가를 목표로 매사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Global CM . 2016

년 한미글로벌의 일원이 되는 것과 동시에 중동 프로젝트 전문가로 발돋움하는 ,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상

동료를 가족처럼 대하는 따뜻한 느낌의 한미글로벌 중국 시안에서 귀중한 기회, 

를 얻은 만큼 업무 면에서 적극적이고 진중한 태도로 동료 선배님과의 관계에서

는 예의 바르고 밝은 모습으로 임하겠습니다.

임근수

강한 도전정신을 가진 한미글로벌과 같이 강한 도전정신을 가지고 최고의 CMr

로 성장하겠습니다.

최민권

전문성과 가족 같은 친밀함을 갖춘 한미글로벌에서 다가올 년 뒤에도 지속적 20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만서

한미글로벌의 가족 같은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복귀자를 뜨겁게 친근하게 . 

환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의 인턴으로서 부. 20

끄럽지 않게 모든 업무를 최선을 다해 임하여 성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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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다. 인사평가

창립 초기 한미글로벌의 인사평가 체계는 건설관련 기업의 인사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포인트 승진제도를 

시행하였으나, 평가방법 및 기준에 해 한미글로벌만의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두되어 2003년 하반기 

BSC 기반의 HPMS 체계와 연동한 인사평가 체계를 2004년 시범운영 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우선 조직평가의 경우 전사-본부-팀의 전략과 KPI의 연계를 통한 조직성과 향상을 위해 매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성과측정을 통해 성과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개인평가의 경우 반기별 성과평가, 연 단

위 역량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기별 측정되는 개인별 성과평가의 경우 각 팀(현장)의 성과에 팀(현장) 구성원 개개인별  목표달성도, 팀워

크, 노력도, 조직기여도,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팀(단)장이 A등급 15%, B등급(20%), B-등급(40%). 

C등급(20%), D등급(5%)으로 상 평가 하며, ‘평가면담’과 ‘평가피드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역량평가의 경우 기본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부족한 역량에 해 

피드백을 시행하고 있다.

퇴직자도 한미글로벌 구성원
    

창립 이후 2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구성원 개개인의 웅 한 포부 및 정년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퇴직자가 꽤 많아지게 되었으며, 이에 지난 2008년부터 퇴직자 또한 한미글로벌의 또 하나

의 가족이라는 인식과 함께 다음과 같은 여려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경조지원 : 퇴직자 경조 발생 시 퇴직자 및 구성원 경조 안내

- 회사소식 안내 : 사보 및 온라인 뉴스레터 퇴직자 발송

- 퇴직자 모임 : 연 1회 퇴직자 송년 모임 개최(매년 11월 경)

- 홈페이지 운영 : 퇴직자 조회, 각종 경조사 및 정보 공유 측면 퇴직자 전용 홈페이지

                  (http://ob.hmglobal.com)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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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보직자의 경우 리더십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리더십 평가는 임원 및 직책자를 상으로 실시하며, 

평가 상자의 리더십 수준에 해 다면평가(상사 및 부하평가)를 하여 리더십 개발과 육성 등에 반영하고 있

다.

직급체계의 경우 창립 초 사원, 주임, 

리, 과장(을), 과장(갑), 차장, 부장, 수석부

장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2001년 직급체계

를 단순화하여 현재는 인턴사원, 사원, 

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임원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승진기준은 승진포인트 및 

직급연차를 고려하여 승진 상자를 선정하

는데 승진포인트의 경우 역량평가와 성과평

가에 의해 획득한 점수를 의미하며, 이 외 

외포상, 수주기여, 해외근무 등을 가감점

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 외 모든 직급은 해당 직급에서 최고의 역량 발휘와 성과 창출을 할 경우 최소 2년 만

에 승진가능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어 승진자격이 부여된다. 승진심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자의 경우 자질 

및 소양,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승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성과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영성과급 제도(Performance Incentive, PI제도)는 반기별 전사 세전

이익 목표 달성율을 기준으로 경영 성과급 재원을 산정 한 후 HPMS 평가 및 조직평가에 따른 팀(현장)별 성

과급 재원을 한도로 조직장이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촉진하고 책임경영을 

통한 성과지향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또한 초과 이익

에 해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PS(Profit Sharing)제 또한 운영하고 있다.

라. 급여

창립 당시 구성원의 급여는 기본급, 능력급, 업무급, 가족수당, 제수당 등을 연공급 형태로 지급하였으나, 

1999년 신인사제도를 도입‧시행하며 연봉제로 전환하였으며, 지급항목은 기본급, 능력급, 수당 등이었다. 2004

년에 HPMS를 도입하며 일부 항목을 조정하였지만 큰 골격은 그 로 유지하고 있다.

상여의 경우 역시 창립 당시에는 설날상여 100%, 6월 말 상반기 상여 150%, 7월 초 상반기 목표격려금 

25~100%, 7월 중순 하계휴가 50%, 추석상여금 100%, 12월 말 하반기 상여 150% 그리고 1월 초 하반기 목표

달성격려금 25~100%를 지급하였으나, 상여 또한 1999년 신인사제도 도입시행 후 설상여 100%, 추석상여 

100%(기본급 기준)만 지급하고 상․하반기 상여는 성과급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경영성과에 따라 탄력

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초(2~3월 경) 이루어지는 임금 인상의 경우 전년도 경영실적 및 당해 연도 전사 목표 이익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재원을 산정하여 동종업계 임금 수준 및 임금 인상 추이와 소비자 물가인상률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경영계획 상 임금 인상 재원 한도 내 임금 인상 폭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 또한 성과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별 

성과 및 역량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성과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승진자의 경우 최소 5% 인상률을 적

용하여 성과주의 조직문화 구축을 꾀하고 있다.

[ 승진자 사령장 수여식(’16년 임원 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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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복리후생제도

한미글로벌은 창립 당시 직원복지 수준을 가장 훌륭한 기업들을 모니터링하여 그와 유사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였다.

 첫째, 정기건강검진의 경우 구성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정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9년

부터는 검진항목도 CT(컴퓨터 단층 촬영), 장암 검사 등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구성원의 

편리한 검진을 위해 기존 본사 근처 광혜병원으로 한정되었던 검진기관을 KMI(한국의학연구소)로 확 함으로써 

전국 7곳에서 편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구성원의 능력향상과 재충전을 위해 격주휴무, 연월차 휴가, 포상휴가, 연중휴가와 장기 근속자를 위한 

안식휴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한 사유발생 시 정한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운영하

고 있다.

셋째, 사우회를 조직하여 경조사 지원, 긴급생활자금 출 및 구성원의 재산증식을 위한 지원 등의 활동을 

꾀하고 있다. 경조사 시에는 본인 및 가족의 애경사를 함께 포함하였으며, 경조물품 및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

다. 또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3,000만원 한도 내 주택자금 무이자 출로 10년 원금 균등 상환 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넷째, 구성원 및 자녀의 학자금 지원도 실시하여, 구성원의 경우 매년 5명 이내를 선발하여 연 1,000만원 범

위 내에서 학원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학자금은 자녀수에 상관없이 유치원부터 학까지 학자금 전액

을 지원하고 있다. 자기계발을 위해서는 사내 정규교육제도 외에도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1인당 50만원의 교육

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해 별도의 교육비 및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1인당 연간 2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독서를 장려하고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문화생활을 

위해 1인당 연간 5만원의 영화 및 문화 관람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념하기 위해 근속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 6월 창립기념일부터는 첫 

근속 5년 포상으로 금메달과 30만원의 포상금, 포상휴가 3일이 주어졌다. 근속 포상은 5년 간격으로 포상제도

가 지속되고 있다.

여섯째, 구성원의 하계휴가를 지원하기 위해 하계성수기 기간 동안 여행사를 통해 단체로 휴양시설을 확보 

지원하고 있으며, 명콘도, 알펜시아콘도, 리솜리조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일곱째, 구성원의 기념일을 더 뜻 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본인 및 배우자의 생일에 선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설과 추석, 창립기념일에도 기념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여덟째, 보험제도는 현재 4  사회보장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외에 구성원을 위

한 별도의 상해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성원의 생활의 질 향상과 건전한 휴식 및 구성원 간 단합과 문화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체육

회, 등산 회, 호프데이, 창사기념 행사, 송년회 행사 등의 단합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자 육아휴직 1년을 권장하고, 여성 구성원의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최

장 2년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구성원의 경우 근무지를 배려하여 배치하

고 있으며, 다자녀 출산은 우  장려금으로 셋째 출생 시 200만원, 넷째 출생 시 5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휴

가, 출산 축하금 및 화한을 지급하는 등 각종 장려제도 또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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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년 가족 인터뷰
    

책임형사업팀 임창현 차장 

Q1. CEO의 4자녀 낳기 뜻을 달성하여 준 자랑스러운 구성원입니다. 2013년 12월 13일 4자녀의 아버

지가 되셨던 기억을 회상한다면?

이미 세 번의 탯줄을 끊어보았음에도 넷째의 탯줄을 끊고 목욕 시키는 것이 여전히 새롭고 감동스러

움에 놀랐고, 앞으로 행복이 더 커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내가 딸이어서 다행이다(아들2, 딸2)

란 생각과 이젠 차를 바꿔야 겠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Q2. 사둥이를 소개해주세요.

학교에서 별명이 돌초(깜짝 잘 놀라면서 지르는 비명이 돌고래 초음파 같다고)인, 민트색보다 Black 

& White를 더 좋아하게 된 큰 딸 가을, 안 풀리던 수학문제를 풀 방법이 갑자기 생각났다며 밥 먹다가

도 방으로 뛰어가 풀고 나오는 큰 아들 한을, 주말 30분만 허락된 게임시간을 일주일 내내 기다리다가 

어느 날은 1개월분의 게임을 하루에 몰아서 하면 안 되느냐고 묻는 둘째 아들 우주, 집안의 여자 중에

서 유일하게 애교가 가능한, 공복인 때가 거의 없어서 한약 먹이는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막내 딸 소리

Q3. 가정에서는 어떤 아빠이고, 어떤 남편인가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빠가 아니라, 그냥 함께 노는 아빠입니다. 

퇴근하면 세 아이들 데리고 목욕하고(큰 애는 이제 따로 할 수 밖에 없지만), 한 녀석씩 로션 발라주

고(안 그러면 떡칠을 해서), 잠들 때까지 책읽어주고(물론 먼저 잠드는 날이 더 많음), 일어나서 린 설

거지(전날 저녁에 내가 못한)하고, 조용히 아침을 챙겨먹고(이젠 새벽에 누가 옆에 있으면 더 불편함), 

집을 나설 땐 음식물쓰레기를 챙겨 나오는, 발가락 60개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해가는 평

범한 아빠이자 남편입니다.

Q4. 넷째를 낳고 이전과 가장 달라진 점, 좋은 점과 힘든 점을 한 가지씩 말한다면?

우선 달라진 점은 택시 한 로 이동이 어려워졌고, 식당에 가면 당연히 두 가족 이상이라 생각하고 

나머지 어른들은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것. 좋은 점은 어디에서도 심심할 일이 없고, 힘든 점은 네 아이

를 똑같이 하는 게 쉽지 않음.

Q5. 회사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족친화제도에 따라 넷째 출산 시 출산축하금과 회장님 격려금을 받았습니다 (웃음).

Q6. 미혼 또는 결혼 초년의 젊은 구성원들에게 하는 한마디 한다면?

사는 게 행복이고, 함께 할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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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한미글로벌만의 독특한 복리후생제도로는 단연 안식휴가제도를 들 수 있다. 2005년 12월 장기 근속자

를 상으로 자기개발 및 재충전을 통한 동기부여의 일환으로 안식휴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업계뿐만 아니라 

경조사 지원  본인 및 가족의 애경사를 같이 하고, 나누고자 경조 물품 및 경조금을 지급

- 화한 및 조화, 장의용품 지원

-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원

- 비상재해 시 부조 및 위로금 지급

자녀 출산 

장려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장려제도 운영

 자녀출산 시 출산휴가와 50만원의 출산 축하금 및 화환 지급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축하금 지원)

 육아휴직 2년 지원

 탄력 근무제 운영

   (본사구성원 신청, 조직장 승인 후 오전 7~10시 시간 별 자율출근)

학자금 지원  구성원 및 자녀의 학자금 지원

- 유치원부터 학까지 자녀 수에 제한 없이 학자금 지원

- 근무성적이 우수한 구성원 중 업무관련 학원에 진학할 경우 별도 선별하여 
학자금 실비 지원

결혼자금 대출  결혼을 앞 둔 구성원의 경우 결혼자금 무이자 출

보육수당 지원  구성원 자녀의 보육비 지원

- 만 3~5세의 자녀를 둔 구성원에게 자녀 수에 제한 없이 보육수당 지원

사우회 운영  구성원의 자치단체로 경조사 지원, 긴급생활자금 출 및 구성원의 재산증식을 
위한 관련 지원

자기계발 인문학 

소양 함양

 도서구입비 인당 연간 20만원 지원 / 공연관람 연간 5만원 지원

 어학, 전산 능력 향상을 위한 인당 50만원 지원

 독서 캠페인 : 월 1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 게재

자기계발

의 날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퇴근

경력관리  커리어매니저 : 경력개발을 코치하는 멘토로서 직종별 전문가들로
              구성

배려 프로그램  칭찬합시다 : 인트라넷 상에 구성원의 행위에 한 칭찬 폴더 운영

 축하합니다 : 인트라넷 상에 생일, 출산, 합격 등을 구성원끼리 
축하하는 폴더 운영

가족배려  회사 콘도 운영

휴식단합 휴가제도  안식휴가 : 직원으로 10년, 임원으로 5년 근무 시 60일간 
          유급휴가 부여

 Refresh 휴가 : 직원으로 5년 근속 시 30일 Refresh 휴가 부여

 난임 휴직제

동호회  골프, 독서, 등산, 스키, 인라인, 마라톤, Junior Club 등

회사주관

행사
 등산 회(봄), 체육 회(가을), 창립기념 행사, 송년회 행사

[ 한미글로벌의 복리후생 제도(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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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회적으로도 획기적인 제도라는 찬사를 받았다. 임원은 매 5년 마다 60일, 직원은 매 10년 마다 60일의 안

식휴가가 주어진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16년 3월)까지 149명의 구성원이 제도를 활용하였으며, 안식휴가

제도는 한미글로벌 만의 독특한 조직문화로 정착하고 있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월말

합계

7명 11명 4명 14명 17명 8명 16명 18명 21명 27명 6명 149명

[ 연도별 안식휴가제도 시행 현황 ]

근무시간의 경우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근무를 통한 업무 성과 극 화를 위해 탄력근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창조적 열정을 발휘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일과 가정의 균형’이 

회복된 보장된 삶을 통해 행복경영을 실현하고, 구성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기존 제도를 보완한 가족친화제도

를 2015년 8월 1일부터 신설 운영하고 있다.

제도명 제도 내용

육아휴직

(기존) 만 8세 미만 자녀 1인당 1년 이내 육아휴직 부여

(변경) 육아휴직 기간 1년 → 2년으로 연장

       자녀 연령 기준 완화(만 8세 → 만 12세, 여성 限)

탄력근무제

(기존) 만 0~3세 자녀를 둔 출퇴근 1시간 범위 내 탄력근무(여성 限)

(변경) 본사 남/녀 전 구성원 상 실시

      오전 7~10시 시간 별 자율 출근하여 1일 8시간 근무

Refresh 휴가 입사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구성원 중 본인 희망에 따라 Refresh 휴가 1개월 부여 

난임 휴직제 난임 여성 구성원이 임신을 위한 휴직 희망 시 최장 6개월 휴직

[ 가족친화제도 ]

안식휴가기 : 산티아고 순례길
    

특수사업부 원경수 상무

안식휴가기(2012.05.01.~2012.06.29.)를 쓰면서

휴가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한 지 열흘이 되었다. 아직도 가끔 발바닥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든다. 

많이 걸었다. 어깨에 12kg 정도의 짐을 지고, 오십 일간 걸은 거리가 1,120km. 제주도 200km, 산티아

고 순례길 920km를 걸었다. 힘이 든 것은 사실이지만 행복한 걸음이었다. 가기 전과 휴가 중과 지금의 

생각에 차이는 있지만, 먼저 회사와 가족에 해 감사를 전한다.

자아의 발견을 위하여 : 왜, 나는 안식휴가를 걷는 것에 맞추었을까?

정신없이 사는 것이 정말 싫다. 그래서 마음이 어수선하면 걷기를 즐겼다. 걷다 보면 복잡한 머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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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정리가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한다. 아무 생각 없이도 걷는 것이 좋았다. 시간이 나면 

한강변을 걸었고, 출퇴근 시 여유가 있으면 걸었다. 주말에는 지리산 둘레길의 막걸리에 빠져도 보았다. 

왜, 지리산에 갔다 오면 머리가 편할까? 아마도 공기가 깨끗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도 아쉬움이 남았

다. 걷다가 저녁이 되면 그 로 머물러 별도 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들이 모여 이번 안식휴가에 한번 걸

어보자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 지리산 둘레길도 길게 날을 잡아 걸어보고, 제주 올레길도 가고 싶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마음을 두드린 산티아고 순례길.

걷는다는 것. 지겹도록 한번 걸어보자던 그 길들. 거기서 나는 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갔다 온 모

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좋았다는 산티아고 순례길. 이 길에 가서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만나고 싶었다. 

가슴속 맺혀 잇는 응어리들이 풀려 울음으로 나온다는. 그래서 한껏 울어보았다는 산티아고 순례길.

‘가자‘하고 마음을 먹는 다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우선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가고 싶을 때면, 관련된 책을 사 보았다. 그렇게 읽은 책이 거의 열권이 넘어갈 

무렵, 나의 마음은 거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들어가 있었다. 게다가 인터넷 카페에서 주는 정보들은 나를 

다양한 상상 속으로 몰아넣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하는 해답이 나오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진정으로 온전하게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었

다. 길을 걷고 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서서히 산티아고 순례길로 가는 출발이 다가오고 있었다. 휴가기간 열하루를 집에서 보내며 느낀 것

은 참 시간이 금방 간다는 것이었다. 위부에서 보낸 시간들은 그나마 무언가를 한 것도 같고, 지리적으

로도 이동을 하니, 시간과 이동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는데,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경우 이것저것을 했

어도,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밥을 먹고 조금 있으면 다시 밥 때가 되고 그러다가 잠을 자고, 아침이 되

고 하루가 금방 지나갔다. 휴가 첫날 출발은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티아고 순례길

아침에 천천히 출발을 하였다. 비행기 시간이 여유가 있어 편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무언가 뺀 

것도 같아, 넣고 빼며, 배낭을 여러 차례 다시 묶었다. 드디어 출발. 공항버스를 타니 좌석이 많이 비었

다. 이 시간 출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시간도 여유가 많았다. 그런데 윈드자켓을 놓고 온 것이 생

각이 났다. 이번 여행의 첫 실수. 차 안에서 계속 고민을 했다. 결국, 공항 면세점에서 판단을 하자고 편

안 마음을 가졌다. “차분하게 해결을 하자. 이제 시작이야.” 단단히 마음을 다졌다. 여행이 끝난 지금 생

각하면 여행이 마무리 될 무렵, 제주에서 마련한 모자를 잃어버린 것 말고는 아무 실수도 없던 거의 완

벽한 수준의 여행이었다. 윈드자켓 안 챙겨서 면세점에서 고기능 고어텍스 자켓을 마련 한 일과 모자 

잃은 걸로 마무리 했으니 단한 행운이라 생각을 한다.

제주의 여행이 파리로 가는 여정을 순조롭게 했다. 비행기 내에서도 차분히 다큐나 보면서 시간을 즐

겼다. 웬일인지 불편하던 위도 가라앉았다. 모든 것이 시작의 분위기로 자리 잡은 느낌이었다.

파리에 도착을 하여, 가장 이상한 것이 저녁이 되어도 해가 지지 않은 것이었다. 아홉시가 넘어서야 

좀 어둑해 졌다.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저녁이었다. 먼저 중교통을 알아보기로 하고, 전철역을 찾았다. 

역에서 가만히 살펴보니 아주 편한 시스템이었다. 티켓을 10장을 사면 싸기에 열장을 사서 시내구경을 

하였다. 이정도면 바욘으로 가는 몽파르나스역을 찾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도 많이 

지나, 다시 호텔부근으로 와서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파리에 온 첫날이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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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순례길 시작점을 가는 날

호텔에서 아침을 잔뜩 먹고, 몽파르나스역으로 가니, 너무 일찍 갔다. 두 시간을 벤치에 앉아 기다리

며 존 브리얼리의 가이드 북을 읽었다. 이 책에 나온 로 삼십 삼일에 산티아고에 도착을 해야 했다. 

이때만 해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책 하나도 부담이 되어 이 책을 언제 어떻게 버리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시간이 되어, 가치에 올라탔다.

해치 나탈리

차량의 번호가 잘 적혀있지 않아, 헤매면서 기차

에 올라 좌석번호를 찾았다. 겨우 내 자리를 발견하

여 다가가니, 옆자리에 서양아줌마가 있다. 얼굴이 

아주 밝은 아줌마가 뜸 약수를 청한다. 카미노에 

가는 아일랜드 아줌마였다. 연극 본작가, 더블린이 

집이지만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녔고, 이번 카미노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완주를 하였고, 이번에는 열흘정

도 걷고, 친구를 만나 열흘정도 놀다가 돌아간다고 

했다. 지난번의 카미노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정

말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였다.

생장에서 자고, 다음날 생장에서 피레네를 넘어 로세바라스에 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말을 했다. 나

도 책에서 읽었지만 가장 힘이 든다고 했다. 가능하면 첫날 생장에서 자지 말고 좀 올라가서 자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서로 했다. 오리손이 7km 정도 걸으면 있는데 우선 오르막이니 미리 전날 도착해 놓

으면 다음날 피레네를 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같은 결론이었다. 오리손 알베르게는 미리 예약이 

필요하다고. 나한테 전화번호가 있으니 알아보자고. 그래서 해치가 전화를 했다. 오리손은 이미 예약이 

찼고, 그 밑에 카요야 알베르게에 묵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곳을 예약을 했다. 거기는 저녁 준비

가 안 되니 미리 생장에서 음식을 사다가 저녁을 만들어 먹어야 한다고 했다. 나냐 잘 모르니 무조건 

동의할 밖에.

생장에서

생장에 도착을 했다. 역시 해치가 기억을 더듬어 순례자 안내소를 찾는다. 책에서 보던 거리가 나온다. 

이제 배낭을 맨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안내하는 할아버지들이 밝은 미소에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이야기에는 유머가 담겨있다. 이런 에너지가 한 달간 계속 되었다. 먼저 순례자 증명서를 받았다. 여권을 

확인하고 차근차근 꼼꼼하게 순례자 증명서를 발부했다. 그리고 각 지점의 고도표와 알베르게 안내장을 

주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때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몰랐다.

오늘 카요야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두 시간 반 정도 걸리며 오르막이라 만만치 않다는 말을 했다. 그

리고 예약 상황까지 확인을 해주겠다며 전화를 했다. 알베르게에서 확인을 한 다음 가는 길을 조심하라

며 오르막이 시작하는 곳까지를 자세히 알려주었다. 화장실도 다녀오고, 배낭에 달고 다닐 조개도 챙겼

다. 그리고 밖에 나오니 제 로 순례자가 된 기분이었다. 같이 있던 한국청년은 마침 그 무렵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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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국청년을 만나 그날은 생장에서 잔다고 했다. 그리고 산티

아고 순례길의 책을 거의 안본 것 같았다. 존 브레얼리 책이 주인

을 만난 것 같았다. 내 책을 주며 오늘부터 저녁에는 이 책을 읽

으며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었다. 그리고 무겁다고 느껴지면 

버려도 된다는 말도 함께 하였다.

참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산티아고에 사흘먼저 도착을 하여 땅

끝마을 피에스테레를 걸어가다가 알베르게에서 그 때 생장에서 

잠깐 얼굴만 본 우리나라 청년2를 만났다. 해치와 그 한국청년1과 

셋이서 며칠을 다녔는데, 내가 준 책이 그 청년1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여기 카미노 길에서의 인연은 만나고 

헤어지고 하며 인연의 끈을 계속 물었다.

부분이 다음날을 출발일정으로 잡아 우리 둘 밖에는 길에 아

무도 없었다. 가는 길에 슈퍼에 들려 저녁거리를 샀다. 무게를 생각하며 담는데 둘이 고르니 양이 적지 

않다. 결국은 다 먹을 수 있을까 하며 조금 덜어냈다. 작은 가방에 담아 앞으로 메니 어깨에 힘이 실린

다. 물도 두 개를 배낭 양 옆에 찼다. 1kg이 또 늘었다.

첫 알베르게 카요야

언덕을 오르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의 맛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해치가 힘이 드는지 점점 

쳐졌다. 내가 보조를 맞추려니, 극구 말린다. 카미노의 가진 기본리라고 열변을 토했다.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말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내가 앞서기 시작했다. 내가 좀 빠른 편인지라 금세 아득히 멀어졌다. 내

가 뒤를 돌아보고 멈추니 그 로 가라고 손짓을 했다.

계속 걷는데, 앞에 집들이 보이더니 간단한 음료를 파는 바가 보였다. 밖에 파라솔도 있고 의자도 있

고, 서너 명이 앉아 있다가 반색을 한다. 앞으로 수없이 보는 카미노 사람들. 물을 꺼내 먹으며 해치를 

기다렸다. 드디어 해치가 다가왔다. 안에 가서 레몬주스를 시켰다. 걷는데 좋다는 해치의 말을 듣고, 나

도 덩달아 시켰다. 그리고는 한동안 나의 주 음료가 되었다. 오르막이 예상되는 곳에서 바가 보이면 무

조건 들어가 레몬주스를 시키고는 숨을 가다듬는 버릇이 생겼다.

계속되는 오르막, 그러다가는 양들이 도로로 들어선다. 뒤에서는 자동차가 어 고, 양을 모는 개들이 

바빴다. 이제 제 로 분위기가 되었다. 오르막은 끝이 없이 이어졌다. 식수가 나타나서 한 모금 마셔도 

보고 목덜미에도 적셨다. 그리고 한걸음 움직이니 카요야라는 간판이 보였다. 사실 그때만 해도 카요야

가 정확한 이름인지를 몰랐다. 문도 빗장이 걸려있었다. 긴가민가하여 빗장을 열고 안에 들어가 보니 아

무도 없었다. 잘못 들어왔나 하고 여기저기 살펴보니, 등산화가 보이고, 배낭도 보였다. 지금이야 다 이

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 때 나는 빈 집에다가 그 상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해치가 보고는 여

기가 맞는다고 했다. 위층에 이층 침 가 여럿 있었고, 여기저기 자리를 잡아놓은 곳이 보였다. 아래침

는 하나가 남아있었다. 해치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적당한 위쪽 침 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배낭에서 

짐을 꺼내 샤워를 하고, 충 정리를 하니, 사람들이 우르르 온다. 저녁을 먹으러 오리손 알베르게에 다

녀왔다고 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됐다.

이 날 있었던, 해치가 앞에서 인도해 주고, 내가 따라 한 모든 것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었다. 이후 모든 것은 참 쉬웠다. 이날 한 로 그 로 하면 되었다. 다들 저녁을 먹었기에 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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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둘이서 슈퍼에서 준비한 것을 저녁을 먹었다. 해치가 샐러드

를 만들고 같이 먹고는 설거지는 내가 했다. 알베르게의 모든 

물건은 사용하고 처음과 같이 놓아두면 되었다. 조금 있으니 알

베르게 지킴이가 왔다. 자는데 15유로, 아침을 먹으려면 5유로씩 

내라고 했다.

 

산티아고 순례길 첫날밤

스무 개 정도의 베드에 모든 사람이 다 찼다. 모두 마당에서 

인사도 하고 떠들다가는 아홉 시가 넘어서부터 자는 사람들이 

생겼다. 열 시가 넘어서자 부분이 꿈나라로 갔다. 여럿이서 한 

방에서 자는 상황은 조용할 순간이 없는 연속이었다. 코고는 소

리, 몸을 뒤집는 소리, 기침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 하지만 이미 

속세와는 떨어져 있어서인지 마음만은 편했다. 다섯 시가 되면서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누

군가는 헤드렌턴을 키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여섯 시가 조금 넘어 밖이 훤해진다. 배낭을 메고 

아침을 먹으러 오리손으로 갔다. 발아래 구름이 깔리

는 것이 장관이다. 오리손에 가니 아침은 일곱 시부터 

준다고 한다. 다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되

어 아침을 주는데 바케트 몇 쪽에 쨈과 우유 정도. 앞

으로 아침은 늘 이 정도라 생각을 하고 꼭꼭 씹어 먹

었다.

아침을 먹고 출발을 하려는데 해치가 자기는 천천

히 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번 길은 완주가 아니니, 친

구를 만나는 곳까지 가다가 힘들면 버스를 탈 생각도 

하고 있었다. 가다가 잘하면 친구 만나는 곳에서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작별을 했다. 앞으로 

수없이 만나고 헤어지는 시작이었다.

 

피레네를 넘으며

피레네 산맥만 넘으면 순례길 70%는 지나는 거라는 말을 한다. 아름다움에 젖는다는 지역의 시작이

다. 저 밑에 구름이 깔려 있다. 장관이 펼쳐진다. 오르고 올라도 끝이 없는 오르막이다. 경사는 완만하지

만 장시간의 걷기를 요구한다. 오르다보니 트럭이 하나 보인다. 바람이 엄청 불어 서있기 힘든 곳에 차

를 세우고는 장사를 한다. 삶은 달걀도 보이고 커피와 핫쵸코에 각종 음료수가 보인다. 인사말을 하자 

바로 붙들고는 차벽에 우리말로 인사말을 적어 달란다. 매직펜으로 “안녕하세요”하고 적었다.

바람 부는 것 빼고는 아주 좋은 날씨다. 이 길이 “비바람 속의 악천후에 간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길을 오르며 너무 힘이 들어 울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너무나 좋은 날씨에 

절로 감사의 마음이 생겼다.

피레네를 넘어 스페인으로 넘어갔다. 국경을 넘는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았지만, 어려운 숙제를 한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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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좋았다. 내 앞에서 부지런히 가던 스웨덴 친구가 길

을 잃은 듯 머뭇거린다. 다가가 같이 의논을 하며 길을 찾았

다. 그 날의 숙소를 잡기까지 같이 걸으며 이것저것 이야기

를 했다. “어디서 왔느냐?”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하나의 패

턴을 지니게 되지만, 만나는 이마다 서로의 취향이 있어 시

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기도 하고, 몇 마디 하

다가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져 헤어질 때까지 몇 마디 안

하기도 한다. 그러다 다시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다시 한

참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는 개가 론세스바예스에 있는 알베르게에 머무는데, 

7km를 어제 미리 걸은 덕에 점심때에 론세스바예스에 도착을 했다. 스웨덴 친구도 더 가겠다고 한다. 

더구나 론세스바예스의 알베르게는 페레네 넘어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머물 것으로 붐빌 것은 뻔하다

는 이야기도 덧붙인다. 같이 조금 더 걷기로 했다. 그리고 머문 것이 에스피날.

하루 25km를 걷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리를 안 하려 하며 걸었다. 그러면서 존 브리얼리의 책 수준은 

걷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7km – 27km – 21km – 20km – 25km

5일 차에는 페르돈 고개를 지나갔다. 바람이 엄청 불어 서있는 것도 힘이 들었다. 유명한 곳이라, 잠

시 머뭇거리면서 사진을 찍는데, 뒤따라온 사람이 사진을 찍어 달란다. 찍어주고, 나도 찍고 하며 기념을 

남겼다.

6일차 – 24km – 마치 초등학생이 선생님 따라 하듯 하루의 걸음을 적절히 조절하며 걸었다. 그러다

가 7일차에 31km를 걸었다. 어찌 보면 별 것 아닐 수도 있는데, 맨몸도 아니고 등에는 12kg의 배낭이 

붙어 있는 상태로 30km를 걷는 다는 것은, 그리고 하루 걷고 마는 것도 아니고 다음날 또 걷는 다는 

것은 바로 발에 물집으로 연결이 되었다. 물집을 조치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걸었다.

8일차 23km – 21km – 28km – 25km – 25km 

같은 거리를 마음먹는 로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알베르게가 있는 곳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 거리에 맞추어 하루 걷는 거리를 정해야 한다. 

오늘 좀 무리를 하여야 내일의 걸음이 적정해 질 수

도 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

카미노 길에서는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우연히 자

주 만나는 사람도 있다. 프랑스 노부부는 열 번 이상 

같은 숙소에서 머물 다. 이분들은 영어를 못한다. 그래서 거의가 인사말과 바디랭귀지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도 만나면 반갑고 먹을 것을 나누어도 먹었다. 그리고 프랑스 할머니가 가끔 자리를 같이 하는데, 

이 할머니는 영어를 할 줄 안다. 그래서 그 간에 앞서의 프랑스 노부부와 있었던 일을 이 할머니의 통

역에 의해 완전하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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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두 개의 안학교가 서로 자매결연 하여 이번 카미노에 동행을 했다. 선생님 세분에 중학생

들 22명, 25명의 규모 인원이 처음에는 함께 출발하였다가 나중에는 세 팀으로 나누어 카미노를 완주

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놀랜다. 어디서나 개성이 강한 한민국 사람들이다. 

    

이번 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60명 정도 만났다. 부부가 다니는 경우, 모녀, 친구들, 아버지와 아들, 

복학 전 제 군인 등 여러 형태의 카미노 사람들이 이번 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동행을 하였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다. 천천히 걷지만 멈추지 않고 꾸준히 걷는 것이 이분들의 특징이다. 몇 번 추

월을 하기도 하지만 쉬고 있으면 어느새 앞으로 가시는 꾸준한 걸음걸이가 언제나 단하게 보인다.

메세타고원

아무 것도 없는 곳이라 그냥 지나쳐도 된다고 하는 이곳,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다. 어떤 

책에서는 블고로스에서 레온은 지루하니 그냥 버스를 타고가도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한다. 정말 아무것

도 없다. 사방을 둘러봐도 그늘을 찾기 힘든 펼쳐진 평원에서 나를 만날 수 있는 이런 곳은 아무데서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주었다.

이번 순례길에서 무엇이 가장 좋았는가를 찾아보자면 나를 만난 것이

라고 말하곤 하는데, 가장 나를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메

세타 고원이라고 생각한다. 걸어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지난날이 참 많이 생각이 났다. 주변에 아무도 안 보이는 곳이기에 나만

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었다. 엉엉 크게 울기도 한다던데, 그렇게 울지

는 못했지만, 그런 느낌의 감정은 수시로 왔다. 그리고 여전히 앞에 남

은 일들에 해서도 역시 생각이 많았는데, 그것은 고민의 형태가 아니

라 앞에 그냥 놓여있는 그 로 받아들여지는 신기한 경험이었다.

 

알베르게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순례자 숙소인 알베르게를 서른 번 이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느 하나 

같은 곳이 없으면서도 문화로써 자리 잡은 공통적인 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알베르게이다. 자유

로우면서도 아주 엄정한 질서가 그 안에 있다. 좀 부족한 듯싶으면서도 잘 쉴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

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서 만나고 헤어지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창출된다. 개가 넓은 방안에 수십 

개의 베드로 이루어져있는데, 이층 침 인 경우가 부분이고 때로는 삼층 침 인 경우도 있다. 7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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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옆에 난간 같은 막이가 없다.

일층의 경우는 바닥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 그런 로 괜찮은데, 

이층의 경우는 좀 느낌이 편하지가 않다. 떨어지면 다칠 것 같은 공포

가 있는 것이다. 침 를 잡는 것이 선착순이라 먼저 아래층이 찬다. 이

층의 경우, 다행이 벽에 붙어 있는 경우는 벽에 붙어서 잔다. 가운데인 

경우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고 자며, 슬리핑백의 자크를 풀어 덮고 잔다. 

만일의 경우 떨어질 때 몸을 자유롭게 하려는 의도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인 부부를 만났는데, 남자분이 이층에서 슬리핑백 안에서 자다

가 그 로 떨어졌단다. 얼굴이 다치고 그런 로 회복중이라는데 상태가 

안 좋았다.

그리고는 며칠 뒤 잠을 자다가 ‘꽝“하는 커다란 소리가 들렸다. 뒤를 

이어 등이 켜지고 어수선하며 난리가 났다. 누군가가 이층침 에서 떨

어진 것이다. 조금 후 문제가 없다고 불도 꺼지고 지나갔다. 다른 사람

들 잠을 깨우지 않으려고 그런 듯하다. 조심해야 한다.

거의 모든 알베르게에는 부엌이 있어 조리가 가능하다. 이때 서로 끼

리끼리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참 다양한 모습들이 보인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지켜 가면 식사를 하고 그릇들을 씻어서 원위치

를 시켜 다시 처음의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을 보면 카미노의 힘을 보

게 된다.

지친 사람들은 낮부터 자기도 하고, 개는 아홉시가 되면 조용해지고, 열시면 소등이고 문도 잠긴

다. 밤에는 코고는 소리,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예민한 사람은 긴 시간 깨지 않고 자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다가 다섯 시 부근이 되면 짐을 꾸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여섯시가 되면 부엌이 북

적되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여덟에서 아홉시가 되면 모두 나가야 한다. 청소가 시작되기 때

문이다.

이런 알베르게가 카미노 길에 있는데, 그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다. 5km 안에 두세 개가 있기도 하지

만, 때로는 20km 안에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거리를 계산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

여 잠잘 알베르게를 생각하느라 쉴 때면 숙소거리가 나와 있는 표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부분이다.

그리고 규모에서부터 성격이 다 다르다. 투숙료로 무료 기부금에서 4유로부터, 15유로까지를 겪어 보

았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립 알베르게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알베르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립을 

선호한다. 그래서 먼저 공립, 사립, 호스탈, 호텔 순으로 찾게 된다. 물론 그 순서 로 가격도 비싸지게 

된다.

다양한 개성을 지닌 알베르게가 있다. 어떤 곳은 계속 바흐

의 음악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또 한 번은 아주 특이하고 재

미있는 경험을 했는데, 그 날 70명 정도가 묵었는데, 무료로 

저녁을 준비해 주었다. 그리고 식사 후 모임을 같이했는데, 

나라별로 그 나라 말로 기도도 하고, 그 나라 노래를 부르는 

시간도 가졌다. 그 덕에 여러 나라 사람 앞에서 아리랑을 부

르는 기회도 가졌다.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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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시아

산티아고 순례길의 마지막 지역으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 일주일 정도면 산티아고에 닿을 수 있

어, 여기부터는 스페인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주로 일주일 이내를 일정으로 하여, 차림을 가볍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보인다. 단체로 온 학생이나 직장인들도 보인다.

비가 많이 와서 공기가 깨끗한 느낌이 든다. 비가 오다가 햇볕이 났다가 바람이 분다. 그래서 이곳은 

판초우의보다는 방수가 잘 되는 윈드자켓이 어울리는 곳이다. 비가 자주 오지만, 숲이 많고 바람이 있어 

쾌적하게 다녔다. 이곳이 날씨 변화가 심하여 힘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마도 내가 다닐 때 보

다 비가 더 많이 오고 바람이 더 심하게 부는 상황이었나 

보다.

이곳에서는 스페인 아줌마 브랑카를 만났다. 영어를 조금

하는 아줌마로 덕분에 스페인어도 조금 배웠다. 게다가 스페

인 음식도 시켜 먹을 기회도 가졌고, 스페인 사람들과의 상

황을 풀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닷새 여행을 준비하

여 와서 산티아고에서 가족을 만나기로 했단다.

도 고소

목적지까지 5km이다. 온 김에 산티아고까지 가는 사람들도 보인다. 저 멀리 산티아고가 보인다. 하지

만 이곳이 숙소가 넉넉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터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고, 다음날 아침에 산티아

고로 간다. 이곳에는 참 많은 베드가 있다. 800베드. 넓은 지역에 숙소가 펼쳐져 있다. 안에는 식당을 

비롯한 많은 시련이 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온 탓인지 이곳은 여유가 넘치는 분위기이다.

나도 덩달아 긴장이 풀렸는지 안 하던 실수를 했다. 지금 생각을 해 보아도 이해가 안가는 실수였다. 

방을 배정받아 가서 침 를 정하는데 아래에 배낭이 보여 당연히 위는 비어 있으리라 생각을 했다. 가

만히 생각을 해보면 커버가 있어 당연히 누군가가 먼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커버가 쓰여 

있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도 안하고 그 위에 또 커버를 씌웠다. 아마도 너무 깨끗하게 베드 메이킹을 

해놓아 누군가 잠자리를 마련했다고는 생각을 못했던듯하다. 밖에 나갔다 오니 스페인 아저씨들이 웅성

거리고 내 침 에 모여 있다. 영어가 안 되는 아저씨들과 실갱이를 하다가 아저씨들이 됐다고 한다.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보니 내가 잘못한 것이다. 하도 당당하게 내 주장만 하니, 그 분들이 물러선 것

이다. 다시 잘못했다고 하고, 원위치를 시키려는데, 되었다고 한다. 그분들이 침 를 먼저 잡아 놓고 메

이킹까지 한 위에 내가 또 메이킹을 한 것이다. 다시 사과를 거푸하고 머쓱하며 밖에 나왔다. 친절한 분

들께 실수를 한 것을 생각하니 얼굴이 뜨거워진다.

 

산티아고

아침에 산티아고를 향해가는 많은 삶들에 섞여서 움직였다. 드디어, 산티아고 여기였다. 많은 살마들이 

이곳을 목표로 그 긴 길을 걸을 것이다. 성당을 둘러보고, 산티아고 순례길 완주증명서도 받았다. 결국 

도착을 하고 보니, 책 보다 4일을 빨리 도착을 한 꼴이 되었다. 며칠 전부터 남는 날짜에 무엇을 할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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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을 했었는데, 걷는데 맞추기로 했다. 땅끝마을을 가는데 삼일, 그리고 거기서 무시아에 하루. 그

렇게 120km 정도 걸어 이번 산티아고 걸음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래서 유명하다고 산티아고 케이크를 먹고는 브랑카와 작별인사를 했다. 산티아고에 더 있으려 해도 

땅끝마을 피니스테레까지 가자면 숙소가 략 30km 간격인지라, 머뭇거리다가는 무리를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 길을 서둘기로 했다. 산티아고 케이크를 먹고는 모자를 찾으니 모자가 안 보인다 도고 소

의 알베르게에 놓고 왔다. 이런 실수가 있나 하지만 다시 그 곳으로 가서 찾아볼 생각은 하기가 싫다. 

그냥 이 정도의 실수로 만족을 하기로 했다. 긴 여행길 산티아고 도착 전날은 침 를 잘못 잡는 실수를 

하고, 산티아고 도착 날은 여행길 처음으로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 것이다. 액땜을 하였다고 위안

을 했다.

 

피니스테레

땅끝마을. 사람으로 붐비는 산티아고를 뒤로하고 피니스테레로 가는데, 가는 길은 조용하다. 많은 사람

들이 산티아고를 끝으로 하거나, 피니스테레를 가더라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 이 길도 참 좋

았다. 특히 삼일 째의 길은 바다가 보이는데 드디어 다 걸

었구나 하는 느낌이 왔다.

삼일 째의 길은 독일 할머니와 산을 넘으며 바다를 같이 

보았다. 몇 년 전 친구에게서 산티아고 이야기를 듣고 이번

에 오게 되었는데 너무나 좋단다. 태어나서 이번 여행에처

럼 영어를 많이 사용해 본적이 없단다. 약국을 한다는 할머

니는 자신이 마음을 먹고 가려는데 할아버지가 반 로 하더

란다.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 편을 들며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하더란다. 그래서 힘을 얻어 왔다는 할머니

는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하였다.

그렇게 닿은 바닷가, 아주 평온함이 넘치며 코발트빛이 고왔다. 땅끝마을의 포인트 등 는 마을에서 

한참 걸어 올라가는 코스였다. 바다를 따라 걸어 올라가니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보인다. 저 멀리 보이

는 곳에서 옷가지를 태우는 사람도 보인다. 이곳이 마지막 자리라는, 그래서 그간에 자신과 같이 한 옷

가지며 신발을 태운다는.

다시 산티아고로

아침이다. 알베르게를 나와 버스 타는 곳으로 가니,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린다. 많이 보던 

사람들이 눈에 띤다. 서로 인사를 한다. 이제는 모두 집으로 가는 분위기.

산티아고에 다시 닿았다. 버스 터미널에 배낭을 맡기는 곳이 있다. 그 곳에 배낭을 맡기고 가벼운 색 

하나만을 어깨에 걸쳤다. 이제는 관광객 모드. 성당으로 가니 열차 모양의 관광용 차가 있다. 그것을 

타고는 편하게 산티아고를 둘러본다. 이제는 긴장이 풀려서인지 계속 눈이 감긴다. 잠깐 졸기도 한 것 

같다. 집 생각도 난다. 힘이 든다. 성당안도 다시 보고 미사를 하는 것도 보고 느슨해진 몸과 마음을 느

낀다.

성당 밖에서 산티아고 순례길 중에 몇 번 보던 안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한분과 보인다. 반갑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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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하고 점심을 같이 했다. 길에서는 걷는데 만 집중을 하여 조금 아쉬웠는데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

니 마음이 편안하다. 어린 학생들이 나름 힘든 길을 무사히 마친 것도 견했다.

산티아고도 떠난다. 시간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몸도 지친 터라 일찍 서둘 다. 미리 알아둔 기차역으

로 가니, 두 시간 정도 여유가 있다. 하지만 다시 햇볕 속으로 나가기는 싫었다. 이제 볼만큼 보았다는 

생각도 든다. 의자에 앉아 쉬었다. 가만히 앉아서 가는 기차를 타는 사람, 오는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 

그 움직임이 재미가 있다. 합실 안에 화장실이 보이지 않아 이상했는데, 가만히 보니, 기차를 타는 곳 

옆에 화장실이 있었다. 그리로 가서 세수를 하며 땀을 씻었다.

마드리드

호텔을 찾아 프론트에 다가서니 체크인하기에는 이른 시작이다. 로비의 소파에 앉아 지도를 보며 마

드리드를 익혔다. 아마도 파리의 경험을 통하자면 이곳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한 것 같았다. 

체크인 후에 방에 가서 먼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는 바로 나왔다. 내일은 아침에 바로 공항으로 

가야 했다. 그러니 마드리드는 오늘 하루뿐이었다. 소피아 미술관과 프라도 미술관이 가봐야 할 곳이었

다. 다행히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이었다.

소피아 미술관의 게르니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여기도 역시 원화의 에너지가 느껴진다. 프라도 

미술관에 가니 많은 그림들이 성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좀 더 공부를 하여 내용을 알면 정말 재미있

겠다. 여행을 하다 보면 공부할 것이 참 많아진다.

돌아오면서

산티아고 순례를 마치고 마드리드에 오면서 느낀 것 중에 그 동안 배낭을 한 번도 내려놓지 않고 다

섯 시간을 걸은 적도 있는 것이 이제 도시에 오니 단 오 분도 배낭을 메고 걷는 것이 힘들었다. 참 희

한한 일이다. 순례길 중에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한 건지 아침이면 배낭을 메고 걷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이 길을 나섰는데 지금은 단 몇 걸음도 배낭 메고 걷는 것이 힘이 들었다.

갔다 와서

보름이 지나니 잘 때 발바닥에서 전기가 오는 듯한 느낌이 사라졌다. 순례길의 긴 걸음이 만든 수많

은 발걸음이 발바닥에 오래 남아있었던 것 같다. 그 전기 느낌이 사라지며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시작한 

기분이다. 이제야 다시 내가 살던 세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

무엇을 얻었는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쾌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그리고 돈도 중요하

지만 돈 말고도 내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무엇이 달라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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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육훈련

한미글로벌의 업인 CM은 구성원 개인의 역량이 프로젝트의 성공과 회사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므

로 구성원 개인의 직무역량 향상과 강화를 위해 끝임 없는 학습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회사는 창립 초기부

터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표준(Global Standard)을 지향하여 구성원 교육은 물론 국내 건설산업에 CM을 

소개하고 알리는 국제세미나 들을 개최하였다. 지금은 ‘탁월한 솔루션으로 건설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

업’의 비전 달성을 위해 구성원 육성에 끝없는 관심을 가지고 인재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올바른 

CM산업 정착을 위해 많은 외부 세미나와 교육을 계속 개최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신규 입사 구성원을 상으로 입문교육을 실시하

여 CM에 관한 공통된 이해를 도모하였고, 이 밖에도 회사의 핵심가치와 조직문화 내재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신규 입사 구성원 교육 뒤에는 신규 구성원들의 현업 조기 정착(Soft Landing)을 위해 신입사원은 경영진과 

공종 전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경력사원은 3개월 동안 소속 조직(현장 또는 본사 단

위부서) 내 업무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폰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2013년부터 주니어( 리, 사원)를 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 멘토링은 경영진의 경영철학과 비

전 공유, 그리고 앞으로의 경력관리(Career Path)에 관한 여러 가지 조언 들을 통해 주니어 구성원이 회사․일
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10년부터 해외 인턴사원으로 채용된 구성원들은 1년 

동안 해외 현장 근무를 의무화하여 현업에 한 조기 이해를 높였고, 지금은 6개월 동안 해외 현장 근무를 통

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내 직무 교육은 창립 초인 1996년에는 주로 품질과정과 기술 워크숍이 중심이었고, 그 뒤에 건설사업관리

자(CMr)가 알아야 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CM기본과정, CM전문과정(CM능력 심화학습과정으로 CM기본과정

을 이수한 구성원을 상으로 1997년부터 시행), 각 공종분야 CM역량 향상과정, VE전문과정, BIM과정과 같은 

직무교육을 다변화․계층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해마다 CM단장 교육에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리

더십과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능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2002

년부터 경력 10년이 넘는 과․차장을 상으로 예비 단장 교육을 시행하며, CM단장 수행을 위한 여러 가지 역

량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니어 구성원이 전문가로 조기 성장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사내에서 세부 분야

별로 주니어 직무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장 구성원들을 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본사와 현장 구성원을 상으로 

고객만족 교육을 집체 과정으로 연 1회 넘게 시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한미글로벌만의 조직문화인 ‘행복경

영’ 활동을 확산하고 정착하기 위해 감사나눔 과정을 전 구성원 상으로 실시하였고, 해마다 행복경영 길라잡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하지만 조금 기억을 살리고 아

무 것도 없던 벌판을 생각하고 만났던 수많은 이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남은 생을 좀 더 진

지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시 그 길에 서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

기 위해서는 오년 열심히 일하며 다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마음이다. 

알면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 여행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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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으로 행복경영 활동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12년 상반기 Feedback교육 ] [ ’13년 상반기 인턴교육 ] [ ’15년 단장교육 ]  

이러한 오프라인 교육 외에도 2010년 HITs 내 CM 아카데미 사이트를 개설하여 현장 구성원들이 언제든지 

CM기본과 전문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온라인 CM Academy 교육과정 커리큘럼 ] 

또한, 구성원들의 인문학 소양과 최신 트렌드 이해를 위해 창립 때부터 달마나 월례조회 뒤에 명사초청 특강

을 실시하고 있으며(현장 구성원을 위한 인트라넷 청취 지원), 구성원의 호응과 지지가 높아 한미글로벌의 확실

한 기업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강사들은 사회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2016년 1월 기준 약 200명 정도

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2005년 4월부터는 좀 더 구성원들의 교육 기회를 확 하기 위해 교육이수 학점제를 시행하였다.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 때 학점을 부여하여 스스로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

육 전문기관인 멀티캠퍼스(주)와 제휴하여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구성원들의 외국어 능력은 TOEIC 시험과 원어민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1등급인 

TOEIC 860점을 넘은 구성원들은 외국어 능력 평가를 영구 면제하고, 2등급인 730점 이상은 3년, 3등급인 

620점 이상은 1년 면제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외국어 능력 평가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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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향상을 위해 2002년부터 1인당 15만원씩 학원과 온라인 외국어 교육 수강을 지원하였고, 2007년부터는 

50만원으로 한도를 높였다. 이 밖에도 해외 전문가과정, 중동문화 연구회 들을 통해 글로벌 역량 습득을 지원

하고 있다. 

전산 활용 역량 교육은 창립 초부터 삼성SDS 멀티캠퍼스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전산 활

용을 중시하여 2002년 2월부터는 입사 지원자들에게 전산 시험을 시행하였고, 2003년 10월부터는 전 구성원

에게 전산능력 평가 제도를 시행하여 2010년 초까지 유지하였다. 그러나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와 같은 기본 

전산 활용이 당연히 보유해야 할 기본 역량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산 평가를 폐지하였다. 

자기계발 독려를 통한 사내 직무전문가 확 와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격증 취득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자격 수당과 인사 가점을 주고 있다. 기술사(미국 PE 포함), LEED, PMP와 같은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 수강 지원과 시험 응시료, 자격 갱신 비용 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법정 직무 교육

인 외부 전문교육(건설사업관리협회,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등) 수강을 창립 이래 지금까지 계속 지

원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육성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5명 이내를 선발하여 국내 학원 진학을 지원하고 있고, 2014

년에는 한미글로벌-서울  전략 MBA 과정 개설로 전략적 사고 능력과 경영 실무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 밖에

도 조직장 리더십 교육, 삼성경제연구원 교육 프로그램 들을 통해 기술 전문가를 넘어 앞으로의 트렌드, 비즈니

스에 한 통찰력과 리더십 역량 향상에 힘쓰고 있다. 

CDP (Career Development Plan)
    

가. CDP의 도입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 경력개발프로그램)는 구성원이 원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일정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회사가 경력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기업에서 

CDP는 회사 비전과 구성원 비전을 한 방향으로 일치시키고 그 차이(Gap)를 줄이는 활동이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DBM 조사에 따르면 포춘 100  기업의 80% 이상이 CDP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는 기업의 약 31%가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의 CDP는 1955년 미국연방조직이 좀 더 원활한 인력운영을 목적으로 후버위원회의 구상으로 시

작되었고, 그 실행안도 2년 뒤인 1957년 ‘미국 육군문관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시초이다. 민간에서는 

1960년  초 IBM과 같은 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뒤에 소속 구성

원들이 평생 직업인으로 자신의 앞날을 위한 경력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도입․확산되기 시

작했다.

CM기업 특성상 10년 이상의 경력직이 다수인 한미글로벌 또한 CDP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두되어 

2004년 7월부터 본격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평가제도(HPMS) 도입 때 함께 일했던 컨설팅 회사와 약 6

개월 동안 CDP 도입을 위한 개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2005년 2월에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CDP 개발에서 먼저 직무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3직렬 8직종 25직무로 구분하였고, 구분된 직무를 

명확히 하는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였다. 직무기술서에는 직무의 구분, 개요, 핵심과업, 직무 책임, 이동할 

수 있는 직무, 직무의 발생빈도, 직무의 연관성과 독립성 그리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직무

수행에 기초가 되는 교육과 전공, 자격면허, 외국어 능력 들이 기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직무별로 

Career Manager를 선임하여 해당 직무의 할 일과 책임 그리고 필요역량을 단계별로 명확히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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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Profile을 작성케 하였다. 직무별 

Career Profile을 근거로 2005년 12월에는 

전 구성원이 개인별 경력개발 계획서를 작

성하여 자신이 속한 Career Manager에게 

제출 하였다. Career Manager는 이를 해

당 직무 Career Profile에 명시된 요건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에 한 개발계획이 

제 로 수립되었는지를 면 히 검토하고 이

를 해당 구성원에게 알려 수정하였다.

한편 Career Manager와 인사 부서는 

여러 차례 진행된 워크숍을 통하여 CDP가 

실제 제도로서 구성원의 경력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였다.

나. 한미글로벌의 CDP

CDP는 구성원이 조직에서 활동하는데 개인의 업무적성, 역량, 근무지, 근무 부서, 직무 들을  조직효

율성과 연계하여 조직과 개인 모두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미글로

벌은 직무의 수행요건과 역량을 분석하여 부족한 역량의 개발을 통해 구성원과 회사가 상생할 수 있도

록 CDP를 설계하였다. 구성원의 바람과 회사의 비전이 일치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

하여 구성원이 희망하는 경력을 개발하고, 회사는 인력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합리성을 증 시킬 

수 있게 되었다.

CDP는 직무분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직무분석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험, 지식, 기능, 능력, 

책임과 그 직무가 다른 직무와 구별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을 의미하며, 직무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 

직무기술서이다. 직무기술서는 Job Identification(직무명칭, 직무개요, 핵심과업 등)과 Job Definition

(직무책임, 이동가능 직무, 직무주기, 직무영향, 직무 독립상, 직무기초, 업무수행기준 지표 등), Job 

Requirement(직무수행 요건으로 지식, 기술, 태도, 경력, 교육훈련 등)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CDP는 구성원 스스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하며, 이때 Career 

Manager는 많은 지원과 계속 실행 점검을 통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구성원들은 적성과 업무 경험을 

근거로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경력목표와 경력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하며, Career Manager와 인사 

부서가 미리 설정한 Career Profile을 중심으로 CDP가 운영된다.

따라서 Career Manager는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구성원이 경력개발 활동을 적극 

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인사 부서와 협의하여 계속 실효성 있는 개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구성원의 경력개발 계획이 계획, 실행, 평가, 그리고 다시 반영되도록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Career Manager는 이 밖에도 직무분야 경력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직무분야 Career Profile을 수정, 

보완하는 것과 같은 직무분야 구성원의 현황관리를 수행하고, 동시에 직무분야 구성원의 경력개발을 상

담하고 지원한다. 즉, 해당 직무분야 구성원의 경력개발 활동점검, 경력개발 계획 보완, 기타 인사 부서

로부터 요청 받은 역할 수행도 Career Manager가 맡은 업무이다.  

[ CDP 워크숍(200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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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DP제도 운영

CDP는 구성원, Career Manager 그리고 인사 부서간의 긴 한 협력을 통해 운영된다. 이를 요약한 

운영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력개발제도 운영 흐름도 ]

CDP는 경력개발과 관련한 정보제공, 구성원 역량파

악, 경력개발 방향과 목표설정, 경력개발 활동 전개, 

경력개발 활동 달성 성과에 한 평가와 피드백 순서

로 운영된다.

CDP는 구성원이 경력개발을 해야겠다는 의지와 동

기를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에 따라 Career 

Manager와 인사부서(現 기획인사팀)는 경력 상담과 

CDP 워크숍에서 경력개발 수립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였다.

전 구성원은 2006년 1월까지 경력개발 계획서를 작

성하여 자신의 강점과 약점, 직무역량과 수준을 파악하

였다. 이 때 직무별 Career Profile을 활용하여, 자신

의 지금 상태와 앞으로 달성하려는 Career Profile에 

나타난 직무요건 간의 차이(Gap)를 줄이기 위해 

Career Manager와의 경력 상담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경력개발 계획서를 2006년 2월

에 1차적으로 공지하고 경력개발계획서에 나타난 계획

을 근거로 2006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더불어 회

[ 개인별 보유역량 진단 예시 ] 

[ 개인별 경력개발 계획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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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검토하여 경력개발 계획서를 수정하였다.

라. CDP의 정착과 개선방향

최근 해외 선진기업의 CDP 추세는 단순히 해당직무의 지식, 기술 습득에서 전체 경력성장 중심으로, 

회사중심에서 개인주도로, 승진중심에서 직무 순환과 이동 중심으로, 일시적인 관리에서 계획, 실행, 평

가, 조정을 계속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비교적 최신의 경력개발 모형을 가지고 있는 한미글로벌 또한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났음

에도 불구하고 CDP를 시행하는 회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구성원들이 희망하는 

경력개발 방향이 특정 부서나 직무에 집중되어 희망 직무가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성과중심의 조직 편

성과 운영으로 조직장들이 구성원들을 육성하기보다는 당장의 성과달성에 집중하는 인력운영을 함으로

써 경력개발이 소홀하게 취급되기도 한다.

따라서 CDP를 목적한데로 정착․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스스로의 끝임 없는  노력과, 인사 부서, 

Career Manager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회사는 먼저 회사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을 연계

할 수 있도록 경영비전체계를 지난 2015년 새롭게 정립하여 구성원 모두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CEO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별로 선정된 Career Manager들이 꾸준한 코칭과 멘

토링을 통해 소속 구성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이 중요

하며, 구성원 스스로도 자신의 경력목표를 항상 확인하고 관련된 준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

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글로벌의 CDP는 조직 내에서 계속 성과를 나타내고, 희망하는 경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

하는 일을 파악하고, 핵심역량을 최 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지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

다. 이렇듯 CDP는 행복한 분위기 속에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가는 공동과업으로서의 할 일 앞으로

도 계속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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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공헌활동 :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다.

한미글로벌의 경영철학과 행동원칙에 있어 사회공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나 한미글로

벌의 핵심가치 중 사회공헌에 해 “훌륭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사회공헌활동을 창립 이후 지속하고 있다. 이는 1996년 기업 창립 당

시부터 전체 구성원이 함께 공유한 기업의 설립 철학인 동시에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핵심가치이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은 단

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회

사에 한 만족도와 자부심이 높아지며, 이는 현장에서 

고객가치를 높여주는 활동으로 이어지기 된다. 따라서 

제공하는 고객가치가 높아질수록 회사는 경영성과와 

기업가치가 상승하게 되며, 이는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

과 발전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결과로 발현된다.

한미글로벌의 사회공헌은 현재 회사의 미션과 핵심

가치를 통해 구체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회사의 미

션인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건설사업의 가치를 창출

함으로써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를 통해 회사의 

존재이유가 인류사회에 한 공헌임을 천명하고 있으

며, 회사의 핵심가치에 ‘사회공헌’을 포함, 사회공헌활동에 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공헌에 한 구체

적인 실행을 위해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신축지원, 개보수 지원, 구성원 자원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영역을 구분하고, 회사의 핵심역량을 통한 효과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간 횟수 연인원 총 봉사활동 시간

1996~2016.01 234회 79,770인 319,080시간

[ 한미글로벌 사회공헌 누적참여(2016.01. 기준) ] 

가. 초기 사회공헌활동

자신이 속한 사회에 한 봉사활동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니는 당연한 의무이며, 일부 단체나 독지가들만

의 일로 치부될 수 없다. 많이 가진 자들은 못 가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Noblesse Oblige)을 

다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공정한 사회가 성립될 수 있다. 기업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안녕을 위해 공헌해

야 한다.

한미글로벌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 ‘공헌’을 핵심가치로 선정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자 창립 시부터 사회봉사의 날을 정해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봉사활동은 매월 1회 토요일에 

실시되었으며 첫 봉사처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참빛 장애인 교회와 구로구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2곳이었다. 

이후 봉사활동처는 회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점 확 되었다. 이후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던 IMF 시절에도 

[ 사회공헌활동의 순환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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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하였다. 구성원들은 수주를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도 매

월 정해진 날만큼은 봉사처로 향했다.

나. 실천계획 수립

한미글로벌은 1999년 경영위기를 극복하게 되자 장기 비전인 ‘사회공헌활동 3단계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단계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1단계의 실행에 들어갔다. 1단계는 ‘독자수행 및 협력요청 단계’로서 먼저 홈페이

지에 봉사활동 내용을 공개하였고, 건설사업관리 노하우를 활용한 노후 사회 복지시설 개선과 전 구성원 참여

를 지향하며 활동을 추진하였다.

구 분 주요 추진사항

1단계 : 독자수행 및 협력요청단계

 노후 사회복지시설 개선관련 기술지원

 가능한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전개

 홈페이지를 통한 봉사활동 공개

2단계 : 파트너십 구축단계

 노후 복지시설 개선활동 및 기술지원 강화

 협력사, 스폰서, 관련기관과의 협동 추진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전개

3단계 :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단계
 사회공헌활동 사회적으로 확산

 구성원 스스로 자발적 봉사활동 전개

[ 사회공헌활동 3단계 실천계획 ] 

1단계는 실행 2년여 만인 2001년 상반기에 달성되었으므로 이어 2단계인 ‘파트너십 구축단계’에 돌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추진했던 노후복지시설 개선과 구성원 참여를 보다 강화하며, 협력사, 스폰서, 관련기관

과 협동하여 봉사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2단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봉사활동

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2001년 9월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하여 업무를 

전담케 하였다. 사회공헌위원회는 ‘노후화 된 사

회복지시설의 환경개선 및 현 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사회복지시설들과 

결연을 맺는 등 활동 상과 범위를 확 해 나갔

다.

이에 한미글로벌은 CM 전문기업으로서 특화된 

기술자원이 가미된 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

하였으며, 나아가 2002년 5월에는 사회공헌활동

을 제도화하여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의무화했

다.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공헌활동 기금을 조성하였고, 기금은 노후시설물 개․보
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2003년부터는 구성원 가족, 협력회사, 자원봉사자 등 외부 봉사자들과 연계하여 봉사를 

[ (초기) 사회공헌활동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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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고, 2004년부터는 시민단체와도 연 하여 봉사활동을 함께하였다.

대 상 내 용

사회복지시설
목욕/세탁, 노후시설 개․보수, 위로 행사, 시설 신축 시 건설사업관리 지원, 생필품 

전달

영세민 아파트 도배, 생활환경 개선

독거 노인 시설 개․보수, 생필품 지원, 각종 위로 행사

[ (초기)사회봉사활동 상 및 내용 ] 

다. 사회공헌활동의 전문화 : 특화된 봉사활동

한미글로벌은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한 후 여러 봉사활동 기관과 협업을 수행하면서, 다수의 사회복지기관들

이 전문 건설 노하우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복지기관들은 수용인원을 배려하고 보

살피는 능력과 헌신적인 노력을 앞서 있지만, 건물 벽이 갈라지거나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또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들이 닥쳤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공헌위원회에서는 CM전문기업으로서 건설 전문 노하우를 살려 사회복지시설의 증축, 개축, 

신축과 낙후된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하여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의 환경개선 및 현 화에 기여한다.’는 

목표에 따라 특화된 기술지원이 가미된 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간단한 전기시설 안전점검에서부

터 시작해 시설물의 신축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시설들의 개보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 초기 사회공헌활동(강남 구룡마을, 무지개 재활원, 소망재활원, 강서방화 도배봉사) ] 

 특화된 봉사활동의 첫 사업으로 2001년 11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방풍작업과 도배를 시작하였다. 이

후 경기도 시흥시 베다니의 집 증축, 남부 장애인복지관 방수보수, 서울 송파구 무지개재활원 보수, 경기도 성

남 소망재활원 지붕 방수공사 및 배기 팬 설치공사에 한 기술지원, 에벤에셀의 집 거실 바닥교체 및 배기 팬 

설치공사, 영락원 전기시설 및 새시 보수공사, 전 성화원 운동장 펜스 설치, 가브리엘의 집 전기시설 보수, 성

모복지원 법면 복구 작업, 서울 강서 방화지구 장애인 임 주택 도배 등 크고 작은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갔다.

또한 국비보조로 지어지는 사회복지시설의 신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신축하는 

포천 자혜원과 소아마비 장애인들을 위해 노후화된 수영장을 개축하는 정립회관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에 이르는 전 공사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2003년 6월에는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과 문화방송(MBC)의 ‘느낌표’ 제작팀이 공익사업 일환으로 추

진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에 건설사업관리자로 참여하였다. 한미글로벌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던 기



한미글로벌 20년사

제2부 한미글로벌의 오늘

경영부문-102

적의 도서관 12개소를 건설사업관리하였으며, 용역비의 

50%를 도서관 건립비용으로 환원하였다.

 

[ 순천 기적의 도서관 ] 

특화된 봉사활동 사례
    

소망재활원

소망재활원은 지체장애와 정신지체 장애인 15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다. 무연

고자와 생활보호 상자의 자녀들로 구성된 곳이다. 

2001년 12월 정부보조로 지어진 숙소동 증축공사 부실로 인해 2층 숙소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비

닐을 치고 생활하는 등 원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 또한 이에 한 보수공사를 맡았던 

시공업체마저 부도가 나 시설보수는 엄두도 못 내는 상태였다.

한미글로벌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먼저 전문기술자들을 파견하여 기존 시공업체의 계약서, 시방

서, 설계도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한 하자보증금을 받도록 도왔으며, 최적의 보수

공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수비용이 수령했던 하자보증금을 훨씬 초과하게 되자 자재 공급업체 및 시공업체와 협의하

여 일부 필요한 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받았고, 나머지 부족한 공사금액은 회사가 전액을 부담하여 공사

를 마쳤다.

사회공헌 활동 수기
    

「천애재활원(늘 편한 집)」리더, 경영지원팀, 손기호 과장

8년의 시간을 함께한 늘 편한 집

오랫동안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의미 있고 기분 좋은 일이다. 사람들이 단골집을 찾거나 옛 친구들을 

만나 과거를 반추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지나가버린 시절에 한 추억 찾기도 있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서로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았고 매번 모습을 공유해준다는 점도 아닐까 싶다. 사회공헌활동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한 군데 봉사처에서 오랜 기간 함께 한다는 것도 앞서 말한 단골집과 옛 친구같은 관계라고 

느껴지기에 2007년 7월 처음으로 사회공헌활동의 인연을 맺게 되어 이후 8년의 시간 동안 매월 1회 함

께했던 늘 편한 집과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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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만남이 있으려면 이별이 있는 법. 늘 편한 집을 만나기 위해선 앞서 활동했던 봉사처와의 이

별이 필요했다. 앞선 봉사처 역시 우리와 오랜 기간 함께 하였으나 갈수록 우리의 필요성이 낮아짐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기업체, 기관 등에서 려오는 후원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점점 약화되었고 매월1

회 진행하였던 노력봉사의 경우도 해당 봉사처가 육군사관학교와 결연을 맺은 이후로 상호간의 필요성

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아쉽지만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다.

만남

이별 후 새로운 봉사처를 찾기 위해 서울시와 구청 등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봉사처 선생님의 영업력

이 영향을 미치는 듯  한결같이 기존 봉사처를 추천하기에 이별의 이유를 알게 되었고 당시 사회공헌담

당이었던 조원규 이사님과 직접 발품을 팔기로 하였다. 수소문 끝에 몇 군데 봉사처를 찾았지만 인연이 

닿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하계동에 위치한 늘 편한 집을 발견하였고 면담 후 정기후원을 하기로 결정하

여 2007년부터 늘 편한 집과 함께하게 되었다.

성장

2007년 첫 인연을 맺을 당시 늘 편한 집은 규모에 비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정기후원을 받는 곳은 

한미글로벌이 처음이자 유일하였다. 1960년 의 지어진 건물은 너무나 낡고 노후화되어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공간이었고 외부 봉사인들이 많이 찾지 않았던 곳이기에 항상 물품과 손길

이 모자랐지만 외부방문에 해서도 생소하였기에 생활하시는 분들도 외부 봉사자에 한 거부감이 있

었고 선생님들도 외부 봉사자들에 한 이해가 낮아 처음부터 난이도 있는 과제를 주셨기에(전신목욕 

등) 기존 구성원들이 다른 봉사처로 도주(?) 하는 등 생활인들과 우리 구성원 상호가 서로 적응해야 하

는 불편한 시간을 있었다. 이후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 한미글로벌 봉사처는 환경미화 위주로 봉사방향을 

잡게 되었고 본격적인 늘 편한 집 환경개선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외관도 오래되었지만 내부도 만만치 않았기에 한미글로벌 구성원들이 매주 구역별로 페인트 도색작업

을 맡기로 하였다. 약 3개월에 걸쳐 실내 부분의 공간을 도색하였는데 우리 뜻을 알고 일부 협력업체

에서 페인트와 도구 등을 지원해 주는 등 적인 도색 공사를 하였고 매번 옷을 버리곤 했지만 구성

원 모두 화사해지는 늘 편한 집을 보면서 무척 보람차했던 기억이 난다.

무척 오랜된 건물이라 여기저기 누수가 되고 외벽에 금이 가 있는 등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았기에 

우리 구성원들이 직접 개보수 공사에 참여를 많이 하였다. 외벽 보강부터 지하 배수구 손보기, 장마철마

다 침수되는 지하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물길 공사 등 CM단장님들로 이루어진 구성원들답게 완벽하게 

수행한 기억 또한 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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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공헌활동의 전문화 : 전 임직원 참여

회사 창립 초기에는 참여를 원하는 구성원을 상으로 자발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점점 참여

자의 범위를 넓혀 2002년 5월부터는 전 구성원이 사회공헌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구성원들은 고객만족에 저촉되지 않는 한 현업

에 우선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본사는 물론 지방

현장, 나아가서 해외현장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

였다. 구성원들은 인연을 맺고 있는 사회보호시설을 찾

아 매월 목욕봉사, 생필품 지원, 식사 및 먹을거리 준비, 

빨래와 청소, 산책과 말벗, 도배 등을 하였다. 

나아가 구성원들은 매달 급여의 일정액을 적립하여 

불우시설과 이웃들을 도왔으며, 회사는 매칭그랜트 제도

를 도입하여 구성원들이 기부한 금액 이상의 액수를 지

원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성된 사회공헌활동기금은 노후[ 외국인 구성원 사회공헌활동 – 김장하기 ]  

늘 편한 집 환경미화의 하이라이트는 앞마당 자투리 땅을 개간하여 일구어낸 작은 텃밭이다. 개간 당

시 척박한 땅이었지만 몇 년에 걸친 개간과 토양개선 작업 끝에 지금은 상추와 고추도 수확가능하며 미

관을 화사하게 바꿔주는 꽃밭으로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감사하게도 늘 편한 집 

측에서 ‘한미글로벌 꽃동산’이라고 명명해 주고 팻말까지 심어주기까지 하여 더욱 의미 깊었다.

점진적으로 개보수 공사를 하던 늘 편한 집이 자체적인 개보수 진행 등을 모범적인 운영기관으로 선

정되어 서울시로부터 시설개보수에 한 특별예산을 받게 되어 전면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

가 진행했던 개보수 흔적들은 사라지지만 생활인들이 양호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구성원들

도 축하해 주었던 기억이 난다. 늘 편한 집 측에서는 개보수 공사에 한 CM발주를 우리에게 해주는 

일까지 겹쳐서 그 해 봉사활동상을 받은 기억이 난다.

현재

지금 늘 편한 집은 첫 만남 때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아직 우리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다 쓰러져가던 건물이 환골탈태되어 이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었고 봉사일에 가끔 다

른 단체 봉사단들도 찾아오기도 하여 북적거리는 모습이 8년 전에 비해 어색할 때도 있다. 나 역시 8년

여의 시간동안 총각에서 애 아버지가 되고 체중계 앞자리도 많이 바뀌는 등 많은 모습이 달라졌다. 서

로 달라지고 있지만 그동안 함께 했던 기억들과 서로의 존재는 더욱 깊어지는 듯하다. 매월 하루뿐이지

만 우리를 기억해 주시며 수고한다고 먼저 말건내 주시는 생활인분들과 서로 소사까지 알고 연락주고 

받는 사이가 된 선생님들뿐 아니라 한 달에 한번 봉사처에서 뵙는 반가운 우리 구성원들 간의 정이 무

척 깊어짐을 느끼고 당연히 마지막 토요일에 늘 편한 집으로 모이듯이 늘 편한 집의 연간 스케줄에도 

한미글로벌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반영되는 것처럼 서로에게 일상이 되었다. 편하고 익숙할 때 더욱 조심

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서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같이 변하기를 기 하며 10년 

후 창립 30주년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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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용 등에 사용되었다.

초창기부터 사회공헌활동은 외국인 구성원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창립 시 Parsons社가 합작회사인 관계로 회

사에는 미국과 영국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파견을 나와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들 외국인 구성원들은 한국

인 구성원들과 함께 형편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봉사를 하였다.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장애인

들의 휠체어를 어주며 환환 웃음과 보살핌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외국인 구성원

들과 한국인 구성원들 사이의 팀워크가 돈독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생겼다.

외국인 구성원들은 한국인 구성원보다 봉사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풍토

가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 구성원들은 회사의 봉사활동정신에 부응하여 오히려 봉사활동의 

당위성을 한국인 구성원에게 역설하기도 하였다.

구성원가족 사회공헌활동 인터뷰
    

 하나은행 본점 신축 CM, 원영호 차장

Q1. 가족소개 및 사회공헌 봉사처를 소개해 주세요.

저희 가족이 활동하는 사회공헌 봉사처는 관악구 봉천동에 소재한 중앙사회복지관입니다. 

제 가족을 소개하자면 10여 년간 사귄 후 결혼하고 현재까지 약 13년, 모두 23년 간 저와 함께한 제 

아내, 그리고 14살, 11살이 된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Q2. 사회공헌 활동에 가족과 함께 참여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서울로 이사 온 2012년 초부터 두 아이들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으니 이제 만 3년이 되었네

요. 이제는 매월 2,3주차가 되면 이번 주에 봉사활동을 가는지 안 가는지 스케쥴 확인부터 하는 아이들

을 볼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Q3.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전과 후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아이들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한 초기에는 아이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봉사의 참 의미도 제

로 알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아빠를 포함한 아빠 회사사

람들이 이런 좋은 일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 가족보다 조금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면서 ‘그들을 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월 1회 

봉사처를 찾아 갔습니다.

물론 사회공헌활동 초기에는 제 의도를 이

해하기보다는 아이들은 새로운 곳에서 뛰어 

노는 것이 마냥 즐거워하였고, 놀이터에서 

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

이 지나자 차츰 아이들은 봉사처에 익숙해지

면서 이곳이 어떤 곳이고 사회공헌활동이 무

엇을 하는 곳인지 알게 되자 작은 일부터 손

을 보태어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쉬운 일을 시작으로 쓰레기 줍기, 

식당 의자 정리하기, 책 정리하기 등 아이들

[ 중앙사회복지관(2016.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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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회공헌활동의 전문화 : 네트워킹 구축

한미글로벌은 2003년 들어 협력회사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뜻을 같이 하는 단체나 독지그

룹을 모아 지원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자체모금 외에도 관련기관과 단체 및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

해 기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더욱이 한미글로벌의 사회공헌활동을 알게 된 외부 유명사회단체로부터 

협동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자는 의뢰를 받는 등 네트워크는 점점 모양을 갖춰나갔다. 사회공헌활동은 2003년

부터 외부 봉사자들과 연계를 강화하여 봉사활동의 범위와 내외적 공감 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리

하여 구성원 가족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고, 협력회사,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바.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설립

사회공헌활동 2단계가 달성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2008년 말부터 사

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사내 TF팀이 회사 내에 준비되었다. TF팀은 당시 경영지원팀 소속 직원 2명과 사회복

지사 1명으로 구성되었다. 설립 준비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회사 주식 상장

(IPO)이 연기되었고, 주식을 기부한 뒤 출자금을 마련하고자 한 계획에 차질이 생겨 부득이하게 사회복지법인 

설립 일정도 연기되게 되었다. 이러한 외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에 한 구성원의 열정과 노력으

로 2010년 3월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이 설립되게 되었다.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설립식(2010.03)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의 복지예산은 CEO의 기부금을 비롯하여 매월 구성원 급여에서 1% 기부된 금액과 

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해 나가면서 사회공헌활동에 한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큰 형, 누나들, 어

른들은 이렇게 봉사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자연스레 사회공헌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매월 2,3주차가 되면 본인들은 토요

일에 다른 약속이 없으니 꼭 함께 가야한다면서 저에게 확인을 하곤 합니다.

저와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함께하면서 이전보다는 부끄럼 없이 친근하게 사람을 하게 되었고 어

른들에게 한 인사성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회공헌활동은 

‘조건 없이 당연히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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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그 금액의 2배로 기부한 금액이 모여 사회공헌 사업예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의미 있는 것은 ‘사회복지

법인 따뜻한 동행’이라는 사명이 한미글로벌 전사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그 의미는 회사가 사회공

헌사업을 펼칠 때, 회사와 더불어 다양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는 플랫폼 형태의 복지인프라를 지향한다는 의

미가 담겨져 있다. 더불어 도움이 필요한 복지시설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

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은 재단의 설립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구성원과 기

업, NGO와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2010년 설립 이후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의 사업은 현재까지(’16년 1월 기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 장애인 인재육성사업, 외협력 사업이다.

▼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및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의 쾌적한 주거환경

을 위하여 신축 기술자문 및 리모델링 지원, 기능보강 및 시설보수를 지원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2010년 시작된 이래 2013년 100호를 달성했으

며, 2016년 200호 달성을 앞두고 있다.

[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  

시설형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공동생활가정 8 8 16

노인요양시설 1 1

다문화센터 1 1

주단기보호센터 10 1 11

미자립시설 1 1

보호작업장 1 1

종합사회복지관 2 2

아동청소년 그룹홈 1 1

외국인노동자 쉼터 10 10

작업장 2 1 3

장애인 가정 10 19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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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한미글로벌 구성원, 협력기업, 학생 등을 구성된 봉사단으로 소규모 장애인시설

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약 40개 봉사처와 연계하여 

매월 1회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최근 사회공헌활동(2015년) ]  

시설형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장애인 복지관 2

장애인 생활시설 2 1

장애인 시설 3 1 3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7 7

장애인 자립센터 1 8 9

장애인 작업장 4 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5 1 6

저소득가정 1 1

정신질환자 사회보귀시설 1 3 4

주간보호센터 5 2 6 13

지역사회재활시설 1 1

지역아동센터 1 7

지적장애인 그룹홈 21 4 6 25

탈북 청소년 학교 8 8

합  계 21 32 23 44 44 164

[ 2010~2014년 지원한 개보수 시설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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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는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미리 계획된 프로그램을 한미글로벌 및 관계사 구

성원과 복지시설 담당자가 함께 직접 설계하는 ‘공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봉사자를 비롯하여 수혜자까지 만족

도가 향상되는 등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No. 기관명 주요 활동사항

1 늘편한집 목욕, 환경정리

2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도배, 환경정리

3 서울시립수락양로원 쇼핑도우미

4 승가원 프로그램 참여(장애아동 나들이)

5 영낙원 노력봉사

6 중앙사회복지관 목욕

7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도배

8 새빛맹인재활원 프로그램  참여(점자책제작 등)

9 반포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말벗/텃밭가꾸기)

10 강남구직업재활센터 청소

11 베다니마을 원내봉사

12 소망재활원 프로그램 참여

13 경동원 프로그램 참여(도예활동)

14 에벤에셀의 집 노력봉사

15 프란치스꼬의집 환경정리

16 정성노인의집 프로그램 참여(어르신나들이, 원예치료)

17 양지의집 프로그램 참여(타악기)

18 방이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어르신나들이)

19 수봉재활원 노력봉사

20 상하지역아동센터 영화관람 등

21 아이들의 집 노력봉사

22 평화의집 노력봉사

23 해송노인요양원 노력봉사

24 성모복지원 노력봉사

25 일신원 노력봉사

26 나자렛집 노력봉사

27 느티나무마을 노력봉사

28 동광효도마을 노력봉사

29 엘림종합복지센터 노력봉사

30 라파엘노인복지관 노력봉사

31 정화원 노력봉사

32 남구자원봉사센터 노력봉사

33 평택 P PJT 현장 노력봉사

34 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노력봉사

35 미얀마양곤현장 노력봉사

36 베트남 V project  현장 노력봉사

[ 따뜻한 동행 봉사처(2016년 4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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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따뜻한 동행은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여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3개 기업(미래

생활, 우리P&S, AJ네트웍스)과는 정기적인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내용

은 자원봉사활동 자문, 자원봉사 교육,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복지시설 연계 등이 있다. 또한 연말에는 10여개 

기업이 함께하는 ‘기업연합바자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복지법인으로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학생 봉사단은 현재 6개 학교 학생으로 구성되어 봉사활동을 한미글로벌 구성원과 함께 또는 독자

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건국 학교 부동산학과 봉사단의 경우 지난 4년간 따뜻한 동행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열정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장애인 인재육성 지원 사업

장애인 인재육성 지원 사업은 ‘차세  리더 아카데미’ 사업과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이 있다. 두 사업 모두 

젊은 장애인 인재를 지원하여 향후 우리 사회리더로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먼저 차세  리더 아카데미의 경우 장애를 갖고 있는 젊은 인재를 상으로 5~6주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향

후 한국사회의 리더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명강사 초청강연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첨단보조기구 지

원사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사회 차세  장애 리더를 키우

고자 하는 복지사업이다. 스티븐호킹 박사와 같은 사회적 리더를 

양성하여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한국사회의 당당한 리더로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게 주요목표다. 특히 첨단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상자로부

터 매년 신청을 받아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기립형 전동 휠체어와 같은 고가의 보조기

구를 지원하기도 한다.

▼ 외협력 사업

외협력 사업은 ‘고용이 복지’라는 관점으로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설립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인 

‘하트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를 설립하여 시각장애 음악인들

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성원 음악

회, 감사 음악회를 지원하였고, 2015년 9월에는 미국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니어 건축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3년 9월 ‘건축사사무소 

따뜻한 동행(주)’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비롯

하여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모금활동을 통해 기업 및 단체의 참여를 

확장하고 있다. 이는 사회공헌 사업의 총량이 확 되는 것으로 따뜻한 동행의 사회복지 사업이 확산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개선사업의 확 , 첨단보조기구 사업의 확 라는 선순환 구조의 선의의 결과

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 장애인 첨단보조기구 지원 사업 ]  

[ 하트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 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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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발칙한 상상, 천국으로 출근하는 한미글로벌

누구나 살면서 ‘행복이란?’, ‘행복한 삶이란?’과 같은 질문을 받거나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행복은 모

든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다수의 사람은 결국 행복을 얻기 위해 일을 한다. 하지만 실제 지금이 행복하

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하루 중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의 행복을 찾는 사람은 더욱 

적을 것이다. 일상적인 삶과 가정에서도 행복을 찾아야겠지만, 직장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행

복해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텐데도 말이다.

기업은 성과창출을 통한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고 있고, 이를 위한 기반은 고객만족이다. 그러나 고객만족은 

기업에 속한 구성원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코 달성할 수 없다. 결국 행복한 구성원이 고객도 만족하게 할 수 있

으며, 구성원이 행복한 회사가 좋은 회사이다.

한미글로벌은 조직문화 운동을 창립 초기부터 ‘GWP활동’을 통해 시행해왔으며, 지난 2013년부터는 ‘행복경

영’으로 확  개편하였다. 구성원이 회사 업무에 몰입하여 고객가치를 창출함으로써 탁월한 성과와 보상을 받게 

되면 회사와 구성원 모두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한미글로벌의 

조직문화 활동을 연 순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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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WP 캠페인과 구성원 중심의 회사(2003년~2012년)

가. 일하기 좋은 일터(Great Work Place)의 이해

일하기 좋은 일터는 전 세계적으로 GWP활동 주창자인 Robert Levering이 개발한 TI(Trust Index, 신뢰경

영지수) 조사를 통해 선정된다. Robert Levering은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요소를 신뢰, 자부심, 재미로 

분류하였고, 신뢰를 구성하는 요소를 믿음, 존중, 공정성으로 세분하여 총 55개의 TI조사 항목을 도출하였다.

일하기 좋은 일터를 형성하는 5가지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첫 지표는 믿음(Credibility)이다. 

조직 구성원들이 느끼는 경영진과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업무추진 능력, 비전추구 능력, 성실성 및 정도를 

추구하는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둘째 지표는 존중(Respect)이다. 조직 구성원들이 경영진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

다. 이 지표는 인간적인 우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경영진의 지원 및 협조를 받고 있다고 느

끼는 수준을 반영한다.

셋째 지표는 공정성(Fairness)이다. 경영진과 회사정책과 관련 있는 평가로 보상 및 승진에 한 공정성과 

학력, 학연, 지연 및 성별에 따른 편애가 없다고 느끼는 수준을 반영한 지표이다.

넷째 지표는 자부심(Pride)이다.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 일, 소속팀 그리고 회사의 사회적 기여에 하여 느끼

고 있는 자부심의 수준을 반영한다.

다섯째 지표는 재미(Fun)이다. 구성원들 간의 관심, 배려, 호의, 친절 및 공동체의식으로 구성원들이 함께 일

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TI조사는 이렇듯 5가지 지표를 근거로 해서 만든 55개의 질의항목을 무작위로 선정한 구성원을 상으로 설

문조사를 하는 것이다. TI조사 결과 ‘보통’ 이하라고 답한 항목을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한 항목

만을 백분율로 산출하여 발표한다.

나. 한미글로벌의 GWP(2003~2004년)

한미글로벌은 2003년도에 GWP TI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첫 조사 시 TI지수는 

52였다. 즉 구성원의 52%가 우리 회사를 일

하기 좋은 회사라고 생각한 것이다. 회사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TI조사를 실시했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2003년도 말에 일하기 좋은 기업

에 선정되어 수상 하였다. 당시 구성원들은 

회사가 일하기 좋은 기업인지 반신반의하였

고, GWP에 해 자세히 알지 못했던 구성원

들은 그저 회사가 상을 하나 받았다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일하

기 좋은 일터’가 몇몇 구성원 사이에서 공공

연히 회자되었고, 회사가 진정 ‘일하기 좋은 

[ 조직문화와 관련된 CEO 경영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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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가 되기를 갈망하는 분들의 주창으로 관련모임이 결성되기에 이르 다.

그 결과 2004년 4월 GWP 길라잡이 발 식 및 실

천강령 선포식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GWP 구

현을 위한 실천결의를 다졌으며, 아울러 GWP 길라잡

이 10명을 선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였다. 본사 6명, 현장 4명으로 구성된 

초기 GWP 길라잡이들은 먼저 일하기 좋은 일터를 구

현하기 위해 회사의 변화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리하여 4월 24일 전사적인 행사로 치러진 산행에서 

기념품, 음료와 간식을 준비하였고 GWP 로고가 삽입

된 컵을 나누어 주었다. 5월에는 회사에 적합한 GWP

가치를 설정하고자 전 구성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배려와 열정을 GWP 핵심가치로 선정하였다.

이어서 조직의 Communication을 활성화하기 위해 HITs 내 GWP폴더를 개설함과 동시에 최고경영자와 실

시간 화할 수 있는 CEO 단상을 구축하여 토론방으로, 자료실로, 나눔방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도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 운동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중‧단기(2005~2007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기반을 다진 것이다. 중‧단기 실천계획은 워크숍과 토론, 타사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구성원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실천해 갈 수 있는 일하기 좋은 일터, 일하기 훌륭한 일터가 구현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수

립되었다.

 

다. GWP 활동의 발전(2005~2012년)

GWP실현을 통한 조직문화 구축의 원년이 되는 2005년에 들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일하기 좋은 

일터를 구현하기 위한 조기문화의 공유와 전파를 목표로 정하였다. 달성 척도는 한국경제신문사가 선정하는 일

하기 훌륭한 기업순위 15위 이내에 들거나 신뢰지수를 70% 이상 획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를 위해 신뢰와 배려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Communication) 강화를 실천목표로 정하고, 3  과제로 소통 

활성화, 리더쉽 모델(Leadership Model) 구축, 배려문화 확산을 선정하였다. 각 과제별로 선정된 전담 길라잡

이(당시 조원규 차장, 이정복 과장, 박은주 리)가 과제별 활동을 주도하였다. 전담 길라잡이 들은 매주 화요

일 아침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GWP 길라잡이 조직을 정비하여 각 본부별로 전담길라잡이를 두어 활동하였다. GWP 전담길라잡이로

는 국내마케팅본부 박은주 리, 해외마케팅본부 이희경 사원, 전략사업본부 이정복 과장, CM사업본부 조현우 

사원, 경영지원본부 김경태 과장 등을 선임하였다. 이들은 소통 활성화를 위해 먼저 CEO의 상징적인 실천을 통

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위해 GWP폴더에 CEO단상과 CEO홈페이지를 연계 CEO와 생각을 공유

할 수 있는 장을 구축하였다. 또 매월 원탁회의에 참여하여 GWP구현에 한 CEO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

하였다. 아울러 GWP폴더에 어떤 의견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장인 리얼토크를 활성화하였고 제안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안상을 제정하여 GWP구현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개진한 구성원을 포상하

였다.

현장 구성원 상으로는 분기별로 현장간담회를 실시하여 2005년 1/4분기에는 부산지역 현장 GWP간담회를 

[ GWP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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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였고, 2/4분기에는 중부지역 현장, 3/4분기에는 관공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GWP 활동 활성

화 방안과 본사와의 소통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 초기 GWP 포스터 ]  [ GWP 간담회 ]

2005년도 GWP활동의 특성 중 하나는 각 본부별 GWP목표를 정하여 이를 실천한 것이다. 본부장의 성과지

표에 GWP과제가 주어졌으며, 각 본부별로 Com-day를 통해 소속 구성원 간 또 하나의 의사소통 창구로 활용

하였다. 우리 고유의 리더십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전 구성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리더들의 워크

숍을 통해 한미글로벌만의 리더십규범을 도출하였다.

또한 배려문화와 확산을 위해 칭찬과 배려문화 정착을 위한 상을 제정하여 분기별로 시상하였고, HITs GWP 

폴더 내 ‘칭찬합시다’와 ‘축하합니다’라는 창을 만들어 칭찬과 축화문화 확산을 모색하였다. 배려문화 정착을 위

한 이벤트로는 ‘아침식사 하셨나요?’라는 주제로 5월 한달 간 아침을 먹지 못하고 출근하는 구성원에게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휴가기간 동안 있었던 추억들을 모아 나누는 ‘추억나누기’ 행사는 구성원 간에 

친숙함을 더하였다.

본인 또는 가족의 병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성원들을 위해 연말에 실시한 GWP 사랑의 자선 바자회는 

구성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진행되었다. 물품기증과 경매를 통해 약 216만원,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십시

일반 제공한 1,20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국내마케팅본부는 700억원 수주돌파기념 포상금 중 300만원을 기탁, 

회사에서 특별히 기부한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16만원을 모금하였다. 이 모금액은 병가 중인 황규찬 부

장을 포함하여 백혈병과 암 등 투병 중인 사우가족의 치료비지원금으로 2005년 12월 30일에 전달하였다.

2006년에는 회사 경영방침 3개 과제 중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영 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조직문화 구축

을 위해 ‘경영비전의 공유 및 GWP 조직문화의 확산’을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 이와 관련된 사업을 활발히 추진

하였으며, 특히 GWP 조직문화를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 아래 재미있는 일터 구현과 관련된 과제를 주로 추진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WP 구현을 전 구성원의 참여와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인식을 확산시키

기 위해 부서별로 자체 GWP 목표를 스스로 수립하여 실행하였으며, 동년 7월 28일과 29일 1박 2일에 걸쳐 

원탁 혁신팀과 GWP 길라잡이가 공동으로 남한강 연수원에서 “어떻게 하면 회사를 좀 더 일하기 좋은 일터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함께 고민하며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10월에는 한 달 간 정제헌 이사의 자녀 

돕기를 위한 ‘사랑의 징검다리 놓기’ 캠페인을 벌여 1,3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2006년에

도 ‘ 한민국 훌륭한 일터상’에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07년에는 회사에 특화된 GWP 운동을 창안, 전개함은 물론 구성원들이 이를 체화토록 함으로써 한미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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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고유의 기업문화를 창달하고자 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구성원 상호 간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로 

하는 인식 주간을 운영하여 5월에는 외국인 구성원에게, 6월에는 여성 구성원에게, 11월에는 1인 현장 구성원에

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함으로써 해당 구성원의 애사심과 소속감을 증 시키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조직

장과 소속 구성원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화를 나누어 상호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10

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구성원 상담 특별 주간을 설정하여 관련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2007년에

는 ‘ 한민국 훌륭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훌륭한 일터(GWP) 모델 ]

2008년도에는 전사적인 커뮤니케이션 증진, 일과 삶의 균형, 인간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조직문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커뮤니케이션과 구성원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HITs ‘칭찬합시

다’ 코너를 활용 구성원 이름으로 칭찬 3행시 행사를 하면서, 쌀을 포상으로 지급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또

한, 병환으로 어려운 구성원 및 가족을 돕기 위해 7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1달간에 걸쳐 ‘사랑의 자선바

자회’를 실시하여 73명의 구성원이 137개 품목을 기증하였으며, 8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당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이천 화재 참사에 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국 동포들의 빠른 시련 극복을 지

원하기 위해 회사에서 1,000만원을 이천시 시민생활지원과에 기탁하였다. 동년 10월에는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조직문화 활동에 한 인정으로 ‘ 한민국 훌륭한 일터 건설부문 상’을 수상하였다.

2009년에는 추진방향을 성과 향상 및 공유를 위한 GWP 구축,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GWP 역할 강화, 동

료애 확산을 통한 재미(Fun) 재구축으로 설정하여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방향들이 조직 

내에서 자발적으로 확산되기 위해 2월 13일 상반기 GWP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각 부서/현장의 GWP 

계획과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포상을 하였으며, 구성원 일체감 형성과 밝고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2

월 23일부터 27일까지 스마일 주간을 운영하였다. 3월에는 구성원의 GWP 이해를 돕고 스스로 체계적인 GWP 

구현에 활용하도록 GWP 핸드북을 제작, 사내에 배포하였다.

이러한 활동 외에도 동년 4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흡연자의 금연동기 고취, 구성원 건강증진,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캠페인 실시, 금연 펀드 운영, 금연침 시술 등 금연과 관련된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여

름 휴가기간을 맞아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여름 사진 및 에피소드 함께 나누기 캠페인을 통해 10명의 구

성원에게 쌀 10~60kg을 포상하였다. 이 외에도 2월과 8월에는 환우 구성원 및 자녀를 위한 쾌유기원 성금 모

금을 하여 6,300만원(성금 모금 5,500만원, 회사 지원 800만원)을 지원하였다. 10월에는 7년 연속 한민국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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륭한 일터 우수기업 및 종합 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11월에는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및 패러다임 조성과 구성

원의 일과 삶의 질 향상 구축에 한 결과를 외적으로 인정받아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업 부문, 최초인증, 

최고 등급 AA)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0년에는 가족적 분위기 형성을 통한 열린 커뮤니케이션 정착, 자발적 참여와 협력문화 정립, 동료애 확산

과 일체감 조성이라는 3  전략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우선 1월에 구성원의 참여 확 와 의견수렴을 위해 ‘우

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GWP의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와 슬로건’을 공모하였으며, 3월에는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와 ‘가족친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결혼, 출산, 보육, 가정, 경조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친화(Family Friendly) 조직문화제도를 시행하였다. 4월에는 천안함 침몰 관련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을 위해 1,000만원의 성금(구성원 500만원, 회사 지원 500만원)을 모금하여 KBS(사랑의 공동모금회 공동)를 

통해 전달하였다 5월에는 구성원 간 친 감 증 와 유 감 확산을 통해 밝고 활기찬 조직문화 정착 운동인 

‘GWP 333’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GWP 333 조직문화 운동이란, 전 구성원이 인사, 칭찬, 구성원 알기와 관련된 3가지 조직문화 운동을 각각 

3가지 실천과제로 365일 실천하여 조직문화로 체화하자는 운동이었으며, 우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미

소거울과 칭찬밴드를 전 구성원을 상으로 배포하였다. 10월에는 8년 연속 ‘포춘 일하기 좋은 한국기업 상’

을 수상하였다.  

2011년에는 스마트한 조직문화 구축, 구성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을 중점추진 전

략으로 단위 조직의 자기 주도 GWP 구축을 목표로 관련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1월에는 본사 해피라운지(직

원 휴게실) 내 구성원의 자발적 건강관리를 위해 체지방 측정기와 혈압계를 설치하였으며, 3월에는 일본 지진

피해 복구 성금 모금을 하였는데,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구성원까지도 함께 참여하여 

2,000만원(회사지원 포함)을 모금 전달하였다. 4월에는 AON Hweitt에서 실시한 ‘2011 한국 최고의 직장(Best 

Employer in Korea) Top 10’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7월에는 구성원 다수의 평균연령이 높아 경조

금 중 직계존속 회갑 지원 상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희까지 지원 범위를 확 하였다. 11월에는 ‘2011 

한민국 훌륭한 일터 서비스 부문 상’을 수상하여 9년 연속 상에 선정되었으며, 환우 구성원 및 가족의 쾌

유를 기원하고 동료애를 실천하는 ‘구성원 가족사랑 모금운동’을 실시하여 1,900만원을 모금, 회사가 1,900만원

을 추가 지원하여 총 3,800만원을 8명의 구성원에게 전달하였다.

2012년에는 2011년 조직문화 활동에 연이어 전사적인 상담활동 활성화와 금연 독려 및 지원활동을 필수 활

동으로 선정 운영하였으며, 각 단위조직에 적합한 조직문화 활동 구축을 위해 조직별 2개의 자율 활동을 선정 

운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꾀하였다. 금연과 관련하여서는 1월 전사 금연캠페인을 하여, CEO 서신을 통해 구성원 

가족의 ‘가족 동참 서약서’를 전달하였으며, 3월 및 9월 흡연자에 한 니코틴 검사를 하는 등 강력한 금연활동

을 전개하였다. 또한 1월부터 조직문화의 활동 현황 및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를 통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성

공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조직문화TF를 구축 운영하였다(조직문화TF 활동은 CEO가 항시 참석하는 전사차원

의 활동으로 2016년 현재에도 지속 운영되고 있다).

동년 7월에는 서울특별시 여성상 우수상을 받았으며, 10월 회사 건강검진 지정 병원인 광혜병원과 함께 전 

구성원 및 가족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해 건강 관련 상담을 실시하였다. 12월에는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외적으로 인정받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이 2014년 11월까지 연장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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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구성원 가족 편지

두렵지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장재곤 부장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암 투병을 하면서 우린 많은 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았지만 특히 회장님과 임직원들의 격려와  위로에 너무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암 

투병을 하는 동안 멀리서도 방문해주시고 전화로 격려해주신 것과 더불어 치료에 좋은 음식, 암을 이기

는 생활습관, 운동방법 등에 해서도 많이 알려주셨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미파슨스 전 구성원이 자선바자회와 모금 운동에 참여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

신 점과 두 번의 암 투병에 모두 격려금을 전달해주는 등의 실제적인 도움을 넘어서 시련을 지켜봐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봉사활동을 나가고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등 다른 회사와는 다른 활동

을 전개하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 가족이 위기에 처할 때 관심과 도움을 

주시니 참여할 때와는 또 다른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사실 지금까지 표현할 수 없어 빚을 진 것 같

았는데 지면을 통해서라도 저희 가족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립니다.

5월 4일 화요일, 그날은 1차 장암 수술 후 6개월 만에 받은 정기검진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지만 작

은아이 학교의 학부모 참관수업과 날짜가 겹쳐 남편만 병원에 갔습니다.

그날 의사면담이 끝날 시간에 맞추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뭔가 주저하면서‘조금 있다

가 내가 다시 전화할게’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다시 연락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시간 여 지난 후 전

화벨이 울리고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CT검사결과 골반과 폐에 전이가 된 것 같 . 당신과 아이들한테 미안해…….”

세상이 정지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 순간에 나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지. 너무

도 두려웠습니다. 또 모든 원인이 저의 무지와 오만함에 있는 것 같아 더욱더 괴로웠습니다. 왜 하필 제

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그만한 뜻이 있겠지.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이웃

에 봉사하라는 하느님의 뜻일거야’라고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년 3개월 전에 처음 장암이 발생했지만 수술이 잘되었고 회복도 순조로웠으며 항암치료에도 잘 반

응했습니다. 지금까지 정기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어 어느 정도는 안도하며 완치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

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남아 있었나 봅니다.

눈물은 신이 고통과 슬픔 속에서 몸부림치는 불쌍한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선물이라던데 정말로 

눈물만 흐르더군요.

5월 17일, 여섯 시간의 수술 끝에 좌우측 폐에서 암으로 의심되는 조직을 떼어내 조직 검사한 결과 

암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나왔고 우측 폐에서는 0.8 리미터 크기의 의심조직 하나를 두 시간 이상 찾았

으나 잡히지 않아 제거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병리검사 결과는 1주일 후에 나오지만 암의 재발이 아닐 수도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는 쪽으로 결정이나 일단 골반수술은 보류되었지요. 하지만 퇴원한 지 1주일 지나서 병원에 갔더니 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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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보고서 화면만 한참 뚫어지게 바라보던 흉부외과 교수님의 입에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나왔어

요.

“안타깝게도…….”

우측 폐에서는 양성종양이지만 좌측 폐 조직에서는 암세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블랙홀에 빠져버린 느낌이었지요. 수술 후 회복도 다 안 된 상태에서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수술 3주

일 만에 다시 병원에 입원했고 고통스러운 항암치료 부작용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불안한 심리와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지만 수술 직후에 복용하던 수면제를 끊고 바깥양반이 

스스로 불면증을 이겨냈습니다.

배가 뒤틀리듯 아프고 속은 울 거리고 음식에서 쇠 냄새가 난다며 한 숟가락 뜨기도 힘들어할 때가 

있었지만 잘 먹어야 독한 항암치료를 이겨낼 수 있기에 식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미와 잡곡, 콩을 

섞은 밥에 생선, 콩을 많이 먹고 때로 살코기도 먹습니다. 빨강, 노랑, 보라, 녹색, 담색 등 여러 가지 과

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데 하루 다섯 접시 정도는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일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체력관리를 위해 아침 7시경에 일어나서 요가를 40분 정도 하고 아침식사 

후엔 두 시간 정도 공원을 산책하거나 주변 야산을 오릅니다. 해가 잦아들면 들에 나가 한두 시간 채소

를 가꾸고 풀도 뽑으면서 땀 흘리며 일도 합니다. 밭에서 풀을 뽑고 고랑을 만들며 퇴비를 주는 단순한 

노동을 할 땐 암에 한 두려움도 알 수 없는 미래에 한 불안도 잠시나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알파돔 현장사무실 직원들과 점심 약속이 있던 날 아침, 남편은 모처럼 출근복을 입으면서 눈물이 나

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일을 하는 동안에는 괴로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일을 한다는 것은 몰입과 성취라는 과정을 통해

서 인간의 끝없는 불안을 잠재워주고 품위 있는 피로를 안겨주며 더 큰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일을 놓아야 하는 상실감과 소외감이 너무도 큰가 봅니다.

그런 힘든 마음 때문인지 암 재발 판정을 받고 한동안 남편은 충격과 절망감을 무표정한 얼굴 속에 

감추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예전의 자상하고 다정한 가장으로 80퍼센트 정도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장암에 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습득과 암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들의 경험에 해 공부하면서 암의 정체에 해서 잘 알게 되었고 차츰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나

을 수 있다’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뭘 하든지 최선의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했기에 8월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차 항암치료를 마친 후 우측 폐에 있는 암 의심조직에 한 수술 여부와 시기를 놓고 불안하고 혼

란스러워서 제2의 자문이 절실히 필요할 때, 회장님께서 남편의 치료 근황을 들으시고 장암 분야의 

최고 명의이신 박재갑 교수님에게 친히 자문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분당서울 병원 교수

님들과 상의도 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셔서 적절한 치료방향에 해 의료진과 면담한 결과, 우측 폐 수술

을 10월 초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술에 한 두려움도 많지만 항암치료만 할 경우, 암의 뿌리가 남아 

다시 재발하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 번 더 용기를 내야 했지요.

이번 일도 감사하지만 새삼 예전 생각도 납니다. 2008년 남편이 암 치료 후 직장에 복직했을 때 회

장님께서 화려한 꽃다발을 주며 환영해주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기업



제2장 경영부문
05. 조직문화

경영부문-119

의 CEO라기보다 집안의 어르신 같다는 느낌이 들고 마음이 따스해졌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건강회복을 위한 매니저, 코디네이터, 활동보조인, 간호사, 요리사 겸 가정관리사로 일인

다역 하며 살고 있습니다.^^* 재발과 전이를 겪고도 치료가 잘돼서 오랫동안 생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저희도 그러겠지요? 꼭 그렇게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김종훈 회장님과 임직원분들의 건강을 빌며 다시 한 번 가슴 깊

이 감사드립니다.

2010년 9월 16일

장재곤 부장의 아내 박금례

-----------------------------------------------------------------

안녕하세요? 저는 장재곤씨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남편의 오랜 투병기간 동안 김종훈 회장님과 회사 차원의 관심과 지원에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임종한 것에 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마저 듭니다. 남편이 마지막 가는 길에도 멀리 미국 출

장으로 바쁘실 텐데 회장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고, 부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임직원분께서 

남편의 빈소를 찾아 추모하고 우리 가족을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멀리서나마 따

스한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내 어 주신 많은 분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회사 차원에서 상조회

를 통해 장례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등 신경 써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투병기간에, 그리고 장례 때 회사에서 보여준 관심과 애정에 해 저희 아이들, 친척들, 지인들, 심지

어 동네 분들마저도 많이 놀라워하셨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올해 1월, 남편이 통증으로 힘겨워하고 있을 

때, 제가 남편에게 건강해지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니 “회사에 가고 싶어”라고 나지막

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차분하게 가라앉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재직 중일 때 회사에 다니는 것이 그저 당연하고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 지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아프고 나니, 그것은 남편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분당에 있는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어쩌다 퇴근하는 차들과 뒤섞여 가다가 도로가 정체되면 “알파돔시티 현장에 다닐 때처럼 꼭 온종

일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행복한 느낌이 든다”면서 소박한 일상을 누리는 차창 

밖의 사람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고 느꼈을 때, 본인이 회사와 동료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갚을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면서 기획인사팀 오부장을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정작 그 소식을 듣

고, 오부장께서 바로 문경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찾아오셨을 때는 혼수상태에 가까운 상황으로 움직일 수

도, 말 할 수도, 눈을 뜰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제가 남편의 그 마음과 하고 싶은 말을 신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 드립니다.

“그 동안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한미글로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013년 3월 22일

장재곤 부장 아내 박금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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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복경영의 추구와 감사나눔(2013년 이후)

가. 행복경영 캠페인

한미글로벌이 훌륭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 간에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

하여 창립 이래 ‘새로운 건설문화를 창달하는 Excellent Company’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 또한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하게 시키는 등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

력해 왔다. 그러다가 2013년부터는 회사 조직문화 활동을 ‘관계의 질’ 중심의 GWP에서 ‘행복경영’으로 바꾸어 

추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추진한 조직문화 활동인 GWP 활동을 꾸준히 시행하면서, 2003년 10월 ‘한경-레버링 훌륭한 일

터상’을 수상함과 동시에 9년 연속 수상(2009년 전체 상, 2011년 4년 연속 상 등)하는 등 외적으로 인

정받는 등 크게 조직문화의 발전이 있었지만, 한미글로벌만의 조직문화로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금까지 운

영해 왔던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보완, 발전시켜 회사 고유의 조직문화로 발전하기 위해 새롭게 ‘행복경영’으로 

명명하여 조직문화 활동을 새롭게 전개하고 있다.

회사의 조직문화 활동을 GWP에서 행복경영으로 새롭게 변경한 이

유는 첫째, 10년간의 GWP가 이벤트나 단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형식

에 치우치게 되었으며, 둘째, 구성원 중심 철학에 한 고민 없이 구

성원들에게 잘해줘야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적당주의, 매너리

즘, 규율 준수 해이 등이 발생하였으며, 셋째, GWP가 일하는 방식, 

육성, 사회 공헌, 독서 캠페인 등 타 경영활동과의 통합이 미흡하여 

시너지 창출이 미흡하였고, 넷째, 즐겁고, 동료애가 넘치며 일을 통한 

만족과 성장을 지향해야 함에도 관계 질 향상에만 초점을 둔 활동만

을 추진해 왔으며, 다섯째,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글로

벌 고유의 조직문화(행복경영)을 확립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이 팀워크

로 전환되어 1+1이 2가 아닌 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였다.

회사는 이러한 행복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행복경영을 도입한 2013

년 이래로 ① 구성원 행복에 초점 ② 회사의 비전‧목표와 행복경영 

활동의 상호 정렬 활동 ③ 조직별 다양한 행복경영 활동 ④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 개선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활동사항을 되돌아보면 행복경영 도입 원년인 2013년과 2014년에

는 행복경영 공감  형성 및 감사경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

였으며, 2015년부터는 실행 중심의 행복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5년 이후 활동의 경우 ① 실행 중심의 계획 수립 ② 조직별 

고유 특성 반영 ③ 백화점식 단기성 이벤트 중심 활동 지양 ④ 리더

의 솔선수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2013

년과 2015년에는 한국 최고의 직장(Best Employer in Korea) Top 

10에 선정되었다.
[ 행복경영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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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경영 활동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우선 2013년 11월에는 행복경영의 취지를 전파하기 위해 조직장이 중심

이 되어 각 조직별로 행복경영 및 감사경영의 취지 설명, 실천사항 공유 등을 통해 행복경영의 첫 출발을 알렸

으며, 이듬해인 2014년 1월에는 행복경영과 감사경영에 해 전사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 본사 및 현장에 

비치하여 전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행복경영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사내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5년 7월부터는 조직활성화 담당자인 이선우 행복지기를 선임하여, 조

직 내 웃음과 에너지가 넘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본사의 경우 구성원이 

출근하는 시간 인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7시 15분부터 8시까지 엘리베이터 앞 또는 사무실을 순회하면

서 하이파이브 인사하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활동을 시작한 처음 2개월간은 간단한 눈 마주치고 아침인사하

기를 통해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전파하였으며, 이후부터는 매주 월요일 9층과 11층에서 1개 조직이 순번을 정

하여 행복지기와 함께 하이파이브 인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얼굴도 상호 익히고, 출근 시

부터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하며, 현장에서 본사로 출근하는 구성원들을 조기에 알 기회가 되고 있다.

현장의 경우에는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장 및 거점지역 단위로 스트레스 해소 등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과 일정을 협의하여 행복지기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특강을 시행해 주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행

복경영의 활동이 본사만의 활동이 아닌 현장 구성원을 포함한 전사적인 활동으로 본사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현

장으로 스며들게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아침인사 하이파이브 ] 

 

[ 탕정지역 행복경영 조직문화 활성화 특강 ] 

행복경영 담당자 인터뷰

기획인사팀, 오기민 부장

2016년 2월 4일 Happy Lounge에서 행복경영 담당자인 오기민 부장과 이선우 행복지기를 만났다. 

Communicator가 되고 싶은 오기민 부장은 ‘본인이 행복해야 타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행복을 느끼고자 노력 중이다. 행복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에게 행복은 흩어진 서류종이들과 같다

고 말한 그를 탐구해 보자.

Q1. 행복경영 담당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해 주세요.

 2013년 7월부터 행복경영 담당을 맡으며 총무, 인사, 교육에 이르는 지난 경력으로 자리 잡은 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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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회사 행복경영 계획수립/실행, 각 조직의 행복경영 실천 지원 및 모니터링, 

그리고 행복경영에 해 제안을 하는 행복경영 TF의 간사로 활동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2016년 매일 5 

감사 쓰기로 행복의 씨앗 뿌리기, 어제보다 조금 더 배운 것을 찾기, 웃으며 감성적 소통하기를 실천하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웃으며 감성적 소통하기’인 것 같습니다. 구성원 

각자 자신에게 맞는 실천사항을 찾는 것이 진정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Q2. 우리 회사만의 행복경영활동, 타사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우리 회사처럼 CEO가 직접 조직문화를 진두지휘하는 회사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복경영 활동 

중 활기찬 조직 만들기 활동, 감사 나눔 운동, 안식 휴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활기찬 조직 만들기 활동의 시작은 이선우 행복지기와 함께 아침 인사 캠페인을 시작으로 현장은 탕

정지역과 P-Project를 직접 방문하여 웃음치료 특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나눔 운동은 교육을 통해 매일 5 감사 쓰기 운동, 그리고 100 감사 쓰기까지 실시하였고, 구성

원들이 교육 후 감사 쓰기를 통해 체험한 느낌을 전할 때는 담당자로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100 감사 쓰기를 통해서 느낀 것은, 상자에 해 평소 관심이 있어야 하고, 상자에게 내

가 받은 것이 많음을 알게 되고, 내가 그 상자에게 해 준 것이 부족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 휴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익히 알려진 제도이며, 이에 더불어  2015년 

Refresh 휴가를 신설하여 5년 근속자에게도 1개월의 유급휴가를 독려하여 젊은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

고자 하였습니다.

Q3. 월요일 아침 인사 캠페인 등의 활동 후 구성원들의 반응은? 전/후 어떤 변화?

 모든 것이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놀라고, 부담스러워하

는 구성원들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구성원들의 반응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수 구성원은 부담스러워 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구

성원 간 소통을 증진 차원에서 아침 인사를 9층 구성원은 11층에서, 11층 구성원은 9층에서 교차하여 진

행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Q4.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본사와 전 현장의 구성원에게 자연스럽게 행복이 체화될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 중입니다. 올해 경영

방침인 행동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원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활동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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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나눔 활동

2013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감사경영 활동은 감사경영을 위한 실천 사항(매일 5감사 쓰기, 감사 말

하기, 감사 나누기)을 공유하기 위해 각 조직장이 해당 조직 구성원에게 감사노트에 소속 조직 구성원별 5가지 

감사를 기재하여 선물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때 공감하기의 날을 운영하면서 2013년 11월 월례조회 시 

조직장 이상 본사 엘리베이터 앞에서 구성원에게 감사인사 표현하기와 월례조회 참석자의 감사카드를 작성하여 

상호 교환하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감하기 이벤트 활동으로 HITs 내 행복경영 범주에 감사공감 폴더를 신설하여, 

구성원이 감사 노트에 기재한 내용 중 전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싶은 사항을 등재하도록 유도하여 자발적 

Boom-up을 유도하였으며, 이 중 공감이 가장 많이 가는 감사의 글을 매월 구성원 투표로 선정하여 6개월 간 

포상활동을 시행하였다.

감사나눔 사례 – 이라크 Khabat 현장

이라크 Khabat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고승현 차장

한국,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루마니아, 터키, 아일랜드, 이라크 등 10개국 

staff 들이 모여 있는 현장. 국가별 문화, 생활수준은 다르지만, 서로에 한 믿음과 마음은 한결같다. 서

로가 가족을 떠나 먼 이국땅, 낯선 국가에 있음을 알기에, 가족보다 끈끈한 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현장

식구들이 서로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Note. 현장에서 일하는 staff 들에게 감사에 마음을 전합니다.

[ 2016년 Khabat 현장 슬로건 : We are happy together 2016 ]

10개국 국가, 인종과 관습은 다르지만, 마음이 하나인 현장.

중동은 겨울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고향를 등지고 온 시리아 난민들은 천막 하나로 겨울을 나야 하

는 현실 앞에서는 날씨만큼이나 마음도 춥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 앞에서 웃음을 보이는, 시리아 난민 

Mihan, Nani, Gogurlin는 아침 일찍 나와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정기적인 면담 중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 "겨울나기가 어렵다" 며 그들은 눈물을 머금네요. 그래서 우리는 슬로건을 정하고, 어려운 

현장이지만,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한다는 희망을 갖고 생활하는 현장 외국인 Staff 들이 있기에 

현장은 항상 행복합니다.

 현장직원들이 면담내용을 듣고,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불 5장을 사온 Mr.Sue, 물건을 살 때 하나 

더 사서 나누자는 Mr.Trevor, 그리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자발적인 모금으로 모인 851불(2015.12.12.) 이

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으면, 이라크 Khabat site 직원들은 행복합니다. 2016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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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호인 모임 활동

한미글로벌은 지속적 성장에 따라 경력자 중심의 신규 직원 채용이 더욱 가속화되자,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기업 문화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동호인 모임의 등록을 자유화, 활동지원을 1인당 월 2만원으

로 확  지원, 필요 시 회사의 차량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폭 개선하였다. 또한 활동이 우수한 

동호인 모임을 선정하여 포상함은 물론 우선지원 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원들의 동호인 모임 

참석을 권장하였다. 아울러 동호인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동호인 리더들의 모임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동호인 

모임 상호 간 정보교류는 물론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회사 그룹웨어인 HITs 내 동호인 모임 폴더를 개설하여 구성원들이 언제든지 동호인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언제든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동호인 모임활성화를 위

해 1인 1취미 활동 3갖기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구성원 1인당 3개 동호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동호인 활동으로 동료 간에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집중근무를 통해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동호회 관리를 투명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해 동호회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연중 언제나 동호회 개설 신

청이 가능하고 신규 개설 시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현재 동호회 

모임은 골프, 낚시, 등산, 마라톤, 스키, 테니스, 인문학, 자전거, 등산, 탁구, 풋살 등 13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현장, 가정, 지인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Appreciation note in khabat power pl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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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동호회 활동사진 (마라톤 / 등산 / 자전거 / 탁구 동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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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기술 및 연구역량

1. 엔지니어링 역량

가. Pre-con단계 엔지니어링 업무

건설사업의 생애주기(Life-cycle) 중 국내 건설산업이 선진국 비 열악한 분야로 고질적으로 지적받아온 분

야가 시공 전 기획·설계단계(Pre-con단계)의 사업관리 능력이다. 단계상 프로젝트 생애주기 초기에 위치하지만 

건설사업 전체를 통찰하는 역량과 다양한 경험에서 축적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없으면 실력 발휘가 어려운 단

계이기도 하다.

Pre-con단계는 프로젝트 성패를 결정짓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계사 및 시공사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업계 관행은 오늘날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Pre-con단계야말로 건

설사업관리자의 역량과 실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야로서, 국내 건설사업관리 기업들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건설 프로젝트의 라이프사이클은 프로젝트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시공 후 유지관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Pre-con단계 CM업무는 시공 이전단계의 과정 중 발생하는 엔지니어링 업무를 발주자 입장에서 총체

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

프로젝트 기획에서 설계사 선정 및 계약관리, 설계관리를 거쳐 시공사 선정 지원까지 사업예산 범위와 주어

진 시간 내에 최적 설계하여 이후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고품질·고성능 시설물 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이 궁극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는 발주자가 추구하는 목표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한미글로벌은 건설

프로젝트 원가 및 변경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설계단계의 중요성을 창립단계부터 명확히 이해하고, 폭넓

은 준비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Pre-con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Pre-con단계 주요 CM업무는 다음과 같다.

관리 영역 수행 활동

프로젝트 관리 사업예산 및 사업일정 수립 지원

원가관리 전체 사업예산의 관리 지원

단계별 설계내역 분석 및 검토

일정관리 프로젝트 Master  Schedule 수립 지원

설계일정 및 시공일정 관리

설계관리 발주자 요구사항 (Owner’s Requirement) 관리

분야별 시스템 검토 및 지원

설계 제출물 검토 및 설계조건 관리

시공성 검토 및 VE 활동(원가절감 방안)

인허가 업무 지원

입찰 및 계약지원 입찰참여업체 PQ검토 및 참여업체 선정지원

현장설명서 작성과 현장설명

입찰금액 평가 및 협상 지원

도급계약서 작성 및 체결지원

[ Pre-con단계 주요 CM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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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단계별 원가 영향력 기회곡선 ]

※ 표설명 : 건설프로젝트 기회곡선은 공사비의 85%가 시공단계에서 투입되지만, 공사비지출에 90%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설계단계로 나타나 사업초기의 기획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가 사업비 관리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나. Pre-con 단계 엔지니어링 역량

▼ 전문기술조직 : 엔지니어링실

Pre-con 서비스를 수행하는 조직은 발주자의 니즈(Needs)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를 띨 수 있다. 일반적인 

업무 조직으로 보면, 사업타당성검토(Feasibility Study), 설계관리, 설계검토, Value Engineering, 원가관리, 

공정관리, 시공자 선정, 건물실사 및 평가 등으로 분류된다. 이를 위해 한미글로벌은 상시적으로 건축설계, 구

조, 기계, 전기, 소방, 토목, 조경, 공정, 원가 등 각 분야별 전문 엔지니어들이 프로젝트 단계별로 필요한 업무

를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유기적으로 협업하기 위한 조직을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6년 4월 현재 본사 상주 기술 인력이 60여명이며 언제든 협업 가능한 각 분야별 기술사는 140여명을 보

유하고 있다. 또한 원가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보유한 합작회사(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와 협력을 통해 업계 

최고수준의 Pre-con 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전문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네

트워킹을 통한 아웃소싱 기술자문을 활용하여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실은 시공 전(기획 및 설

계) 단계 및 시공단계 프로젝트에 비상

주로 참여하여 각 공종 분야별 

Pre-con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

장 요청사항의 기술지원, 수주영업을 위

한 제안서 작성 및 기술지원, 건물실사 

및 평가업무 외에도 회사가 경험하는 

기술의 축적, 체계화 및 전문분야별 조

직화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각 분야별 엔지니어는 전문적인 설계기술과 지식의 활용으로 발주자 의사결정의 효율성

을 제고하며, 설계 안에 한 평가로 프로젝트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

계를 구축하여 설계와 시공단계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공기단축, 원가절감, 최상의 공사품질 확보를 

이끌어 프로젝트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

[ 엔지니어링실 조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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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관리 및 설계검토

한미글로벌에서 규모가 작은 Pre-con 프로젝트는 본사 엔지니어링실의 비상주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수행하

지만, 형프로젝트는 현장에 각 분야별 전문가가 파견되어 프로젝트의 초기단계부터 설계 전 과정(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참여하며 설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설계검토(Design Review)는 설계작업 기간 동안 도면과 공사도서를 검토함으로써 프로젝트의 가치를 향상시

키는 작업이다. 설계의 내용, 발주자의 요구사항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 품질관리, VE를 통

한 원가절감, 최적의 공법 및 자재선정 검토, 안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이로써 

프로젝트의 시공성 향상, 공사 중 하자요인 사전제거,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게 된다. 

주요 설계검토 사항으로는 과다설계여부, 경제성, 시공성, 실시설계도서의 적합성(도면의 누락, 오류, 불일치 

등)과 완성도 점검, 현장조건 반영여부, 각 공종의 연관성 고려여부, 시방서의 적정성, 명확성, 일관성 검토 등 

이다.

다. 분야별 엔지니어링 역량

▼ 공정관리

한미글로벌은 다양한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프로젝트 일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험이 풍부한 공정전문가에 의해 국내외에서 수행되었던 많은 프로젝트 실적 자료를 리뷰

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적합한 공정계획 수립과 일정관리를 수행한다.

한미글로벌의 특화된 공정관리기법은 작업분류체계(WBS : Work Breakdown Structure)에 의한 Level별 

공정관리체계수립, 과거 10년간의 기후자료를 통한 작업가동률 산정 및 적용, Cycle 공정분석을 통한 구조물 

공사 공기단축방안 수립, LOB(Line of Balance) 기법을 활용한 복잡한 내부 마감공사의 일정조정 등이 있다. 

초고층, 플랜트, 형할인점 등 실적이 제한적이고 기능이 특화된 시설의 경우 한미글로벌이 과거 축적한 다양

한 경험과 기술 자료를 통해 도출된 최적의 공정계획이 보다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0월 25일 초고층 골조공사 공정관리기법인 ‘2Day 사이클’ 특허를 등록함으로써 한미글로벌의 

공정관리 우수성을 내외에 알렸다. ‘2Day 사이클’ 특허는 수평적으로 구간을 분할하여, 수직적으로 먹메김 및 

거푸집/철근 양중부터 콘크리트 타설까지 및 강도 측정까지, 2일에 골조 1개 층을 올리는 작업 프로세스에 

한 특허다. 2015년 4월에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국제특허를 출원하였으며(등록까지 2~3년 소요 예상) 한미글

로벌의 공정관리기술력을 국제적으로 활용하여 해외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 2Day 사이클 특허증 ]

     

[ 2Day 사이클 상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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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관리

한미글로벌은 선진국의 QS(Quantity Survey)기법을 도입, 원가관리 서비스를 진행해오다 2009년 영국의 

Turner&Townsend社와 합작회사 ‘터너앤타운젠드 코리아(Turner & Townsend Korea)를 설립하여 전문적인 

원가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해 오고 있다. 

설계단계에서는 설계 진행별 Cost Planning을 적용,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예산초과를 사전에 방

지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발주 절차를 확립하여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추진하고, 최적의 시공사 선정과 계약체

결을 지원한다. 시공단계에서도 발주자가 원하는 경우 원가관리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고객에게 최 의 혜택

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VE (Value Engineering)

건설산업에서 VE란 설계 및 시공의 운영체계를 종합분석하고 개선하여 비용절감과 성능개선을 위해 이루어

지는 기법의 총칭으로서, 투입자원을 효율화하며 시설물의 가치를 극 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한미글로벌은 모

든 프로젝트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까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VE 검토업무를 수행하여 공사비 절감과 

품질 향상이라는 이점을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설계 초기단계에는 공사비를 고려한 적정설계를 유도하고 있으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단계 2회에 걸쳐 VE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VE검토는 프로젝트 성격에 적합한 기능과 이에 맞는 원가 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을 줄이기 위한 공법, 설계 시스템, 투입 재료 등의 개선 여부와 사업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기타 다양한 방안

을 검토한다. 

2015년부터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VE 고객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 착수 시 CM용역 계약금액의 3배 

이상의 공사비 절감 목표(V.E Target Cost)를 설정하여 VE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에게 VE보고서를 제출해 확

인받음으로써 타사와는 차별화된 Pre-c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V.E 고객 인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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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 Value Design & Safety Design Review 서비스

Pre-con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엔지니어링실에서는 2015년부터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Target Value 

Design (TVD)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프로젝트 착수 시 공사비(Cost), 사업 일정(Schedule), 품질(Quality, 

Grade)에 한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발주자 및 사업 참여자와 공유하여 목표를 실현하는 프로세스를 구축 운

영하고 있다. 필요시 친환경 및 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룹사(아이아크)를 활용해 차별화된 디자인 

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 Target Value Design Process ]

그리고 설계 검토 시 시공 및 운영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Safety 

Design Review Checklist’를 각 공종별로 개발하여 전 구성원에게 배포함으로써 설계단계부터 안전을 최우선

으로 하는 한미글로벌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 Safety Design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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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역량

한미글로벌은 2010년부터 CM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서비스 다각화를 목표로 BIM을 도입하였으며, 2011년부

터 서울  마에스트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국립현 미술관 서울관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차별화된 BIM 

서비스를 수행해 오고 있다. 주요 BIM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HG BIM Service Map ]

한미글로벌은 BIM Manager로서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 BIM 적용 분야 결정, 세부업무 프로세스 및 역할분

담 등을 검토하여 각 단계별 BIM Data 운영 및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그리고 설계 전 과정에서 BIM을 활용하

여 사업 초기 공사비 산출을 통한 타당성 검토 및 시공 전 설계오류 최소화 등의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기획

설계에서는 D-profiler를 활용한 개략견적, 계획 및 기본설계에서는 3D 시각화를 활용한 설계검토 및 안제

시, 실시설계에서는 Navisworks를 활용한 공종별 간섭체크 등이다.

시공단계에서는 BIM기반의 시공관리 업무 수행을 통하여 시공 취약점 관리를 통한 시공성 향상, 효율적인 

공정관리, 실시간 물량산출을 통한 정확한 공사비 관리 등의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BIM기반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통하여 시설물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유지관리를 

위한 BIM Data 활용성 분석, FMS(시설물 관리시스템)와 BIM Data의 연계 가능성 검토 등이 주요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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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업

가. 건설전략연구소 설립

성공적인 건설사업을 위해 CM사는 설계사, 시공사를 능가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설계, 

공정, 원가, 계약, 위험관리 등 관리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관리기술의 발전 없는 

CM사의 성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미글로벌은 창립 이래 선진기술 확보를 통해 건설산업을 선도하

는 기술 강점의 기업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 2000년 4월 1일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는 회사 

비전인 ‘탁월한 솔루션으로 건설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 달성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었다. 기술연구소

는 설립이후 회사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2Day Cycle, 초고층 빌딩의 건설을 위한 설계, 구조, 비용 및 공정, 

원가관리기법 등을 연구하여 자체 기술역량 확보와 내실을 다져나갔다.

2002년에는 첫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국내건설사업의 공사기간, 공사비, 생산성 분야 국제 경쟁력 연구’를 수

주하여 건설사업 분야의 핵심 기술에 한 국내 건설사업의 실정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3년 6월, 한미글로벌은 산학 연관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건설산업비전포럼을 설립하였고, 연구소는 건

설산업비전포럼과 공동으로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들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3년에는 첫 연

구도서인 ‘미국 건설산업 왜 강한가?’를 발간하여 미국 건설산업의 현황과 선진화 요인을 다각적 측면에서 조

사, 분석하여 국가 건설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주와 비전포럼과의 공동연구, 해외 건설 선진국 벤치마킹 도서 발간을 통해 연구소는 

한미글로벌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에 역할을 한정한 것이 아닌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 등 건

설 관리 기술의 연구 및 육성과 회사 전략수립 지원, 국내 건설산업 혁신전략에 한 연구 활동을 강화하기 위

해 2004년 2월 14일 건설전략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구 및 사업 활동의 범위를 더욱 넓혔다.

건설전략연구소로의 개편 이후 건설산업비전포럼과의 협업을 더욱 긴 히 진행하는 한편, 연구사업, 발간사

업, 교육사업의 3가지 연구사업 방향 축을 설정하여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연구사업을 통해 

산․학의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구 성과물을 활용하여 컨설팅 또는 발간․교육사업으로 발전시켜 연구 재투

자로 이어지는 사업의 선순환 구조체계를 수립한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전략연구소는 폭넓고 영향력 있는 연구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으로 국내외 관련 공공 연구기관 

및 타 기업의 전문연구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해외 건설산업 전문가들과 연구 네트워킹을 활발히 

진행하여 2016년 현재까지 약 80여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해외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해

외 최신 정보를 획득하고, 외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프로그램 체계인 ‘글로벌 마에스트로’를 발족하였으며, 

2013년부터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설관리 분야의 학 교수들로 구성된 재미건설관리학회와 MOU를 체결, 

매월 미국의 최신 건설 동향을 파악하는 글로벌 마에스트로 뉴스 브리핑을 발간하고 있다. 

이후 2015년의 경우 연구소 설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중 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건설IT 기술 중심의 현

업지향’을 위한 연구소로의 새로운 도약이 그것이다. 최근 IT기술은 건설산업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산업에 스

며들어 산업의 융/복합화를 촉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미글로벌 또한 단기적으로는 발주자의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활용 니즈에 부응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IT 투자를 통해 프로세스 운영

시스템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스마트 빌딩이나 스마트 시티 등 미래 지향적인 사업 참여를 확 해 나가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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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제에 당면하였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IT 중심 연구 및 사업개발 조직으로 전환하여 ① 차별화 서비스 제

공, ② 신사업 개발, ③ 회사 내 IT Control Tower라는 3  축의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소의 다양한 활동과 산업계에 한 기여는 외적으로도 인정받아 2003년 3월 당시 기술연구소 

권오경 부장(소장)이 국내 CM 분야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설산업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한국 CM협회로

부터 공로패를 수상하였으며, 2014년에는 CM업계에서는 선도적으로 CM산업에 BIM 도입을 꾸준히 연구하고 

실무에 적용한 점을 인정받아 빌딩스마트협회로부터 BIM Awards CM분야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같은 해 

건설관리분야 기술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민간 기업부설연구소로는 최초로 한국건설관리학회

로부터 2014년 학회상(기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는 등 내외적으로 그 활동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 2006 한국CM협회 공로상 ] [ 2014 한국건설관리학회 기술상 ]

나. 연구활동

건설전략연구소는 설립 초기부터 각종 국책과제 및 자체연구 등의 수행을 통해 건설사업관리와 연관된 다양

한 R&D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 건설산업의 발전 및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 신사

업분야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11건, 자체연구과제 27건

을 진행하며 명실상부한 CM전문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수탁 연구 용역

 신기술 연구를 통한 회사의 건설 관리역량 향상과 더불어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주제를 ① CM핵심 관리 기술 분야, ② 첨단 신기술 분야, ③ 건설 선진화를 통한 사

회공헌 분야에 과제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 역량으로 평가되는 공사비 

관련 역량 확보를 위해 2007년 ‘건축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및 관리시스템 개발’ 연구에 참여하였다. 해당 연구

는 다양한 건설공사 중 건축 프로젝트에 한 사업진행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 예측 모델 개발과 

공사비 예측 기초 자료의 Data Base를 개발하는 한편, 공사비 예측을 포함하는 건설공사 사업비관리의 큰 방

향을 제시하여, 공사비 산정 및 관리체계 선진화를 도모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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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의 주요 기술 확보 분야인 초고층 분야에서도 2009년 ‘초고층 복합빌딩의 WTC 기술 기반 조성 

및 성장전략 수립’연구에 참여하여 사업단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초고층 건축 기술정보은행을 구축하였다. 연구

소는 CM의 핵심적인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외에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건설과 IT 융합에 비하여 첨단 

신기술 분야의 연구도 진행하였는데 2012년에 진행한 ‘글로벌 건설 IT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방형 BIM 통

합 솔루션 개발’이 표적인 예이다. 해당 연구에서 연구소는 건설프로젝트 전 단계를 운용 및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존의 단계별, 사용목적별로 특화된 소프트웨어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최 한 확보

하여 정보교환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BIM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참여하여 자체 BIM 역량을 확보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소는 장애인 인력 개발 공간 구축을 위한 ‘QoLT 장애인 인력개발 공간계획 연구(2010)’, 글로

벌 건설 엔지니어링 특수 학원(또는 전문 학원) 운영을 통한 고부가가치 핵심역량을 겸비한 실무 중심의 석․
박사급 글로벌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건설 엔지니어링 고급인력양성(2014)’ 등 건설 산업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 공헌 성격의 연구 또한 진행하였다.

연 도 실 적

2002년 국내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연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인 공기, 공사비, 생산성에 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건설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과 새로운 경쟁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국내 건설산업과의 차이 및 저해요인을 분석, 건설산업의 종합적인 발전방안과 목표를 제시

2006년 설계협업 및 최적화 기술개발(웹 기반 분산형 린건설 정보시스템 개발)

건설생산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조달/시공 단계의 프
로세스 개선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주기능으로 하는 성과측정/의사결정지원/지식기반 정보제공 서비스기능을 갖춘 분산형 건설
정보시스템 개발

2007년 건축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및 관리시스템 개발

건설공사 중 건축부문 진행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 예측 모델과 공사비 예측 
기초 자료 Data Base를 개발하는 한편, 공사비 예측을 포함하는 건설공사 사업비관리의 큰 
틀을 제시하여 공사비 산정 및 관리체계 선진화 도모

2008년 신도시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연구

중동 건설붐과 함께 아시아지역 경기회복, 신흥시장 국가의 개발 붐 등 세계 건설환경 변화
와 치열해 지는 국가 간 기업 간 경쟁환경에서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해외건설 진출 전략으
로 u-City 모델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건설분야 해외진출 새로운 시장 개척과 세계 시장에
서의 건설분야 국가경쟁력을 제고

2009년 중앙아시아 CM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CM시장 진출 전략 연구 상국가로 우리나라 기업이 지리․문화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기술적 우위가 있는 중앙 아시아지역 두 국가, 아제르바이잔과 우즈베키스탄을 선정하여 해
당 국가의 CM시장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중앙아시아 CM건설시장 진출 조건을 도출

2009년 초고층 복합빌딩의 WTC기술 기반 조성 및 성장 전략 수립

초고층 건축 ITB를 구축하고, 초고층 건축 법․제도 및 기술 기준을 수립하여 중장기 발전전
략을 제안

2010년 QoLT, 장애인 인력개발 공간계획 연구

장애인 인력개발 공간 구축을 위한 교육 상 장애인의 각종 수요 및 Life Style, 기존 현황 
조사, 국내외 관련 법․제도 분석 등의 기반현황 조사 및 각종 건축계획, 건설 관리 방안 도
출, 운용․유지관리 기술 등을 개발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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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소는 2009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도 연구소 자립을 목적으로 CM기업 부설연구소만이 수행 

가능한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외주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하였다.

연 도 실 적

2010년 연구자 중심의 R&D관리를 위한 사례조사 및 분석

국토 해양 분야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핵심으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및 한국해양과학기술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R&D 관리에 한 참여연구자의 만족/불만족 내용을 파악하여, 향
후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 구현과 운영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2011년 건설교통 R&D 기술단계별 실용화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 R&D 결과물의 특성에 따라 기술이행단계(TRL)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관
리 및 실용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건설교통 R&D의 사업화는 물론, 나아가서는 경제적 이
익 창출에 기여

2012년 글로벌 건설IT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방형 BIM 통합 솔루션 개발

건설프로젝트 전 단계를 운용 및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존의 단계별, 
사용목적별로 특화된 소프트웨어들과의 상호운영성을 최 한 확보하여 정보교환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BIM 통합 솔루션 개발

2014년 글로벌 건설 엔지니어링 고급인력 양성

글로벌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석.박사급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고급인력 양성기관 선정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설엔지니어
링 고급 인력 배출을 위한 기반 마련

연 도 실 적

2009년 해외신도시 건설사업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해외신도시개발 사업특성을 파악하여 기존의 해외건설사업, 국내 신도시 개발사업, 외국 기
관의 해외신도시 개발사업 등을 비교․분석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특성과 해외 신도시개발 
사업에 특화된 업무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신도시 개발사업에 적합한 사업관리정보화체
계(PMIS) 개발을 위한 아키텍쳐를 개발함

2010년 국토해양부 SOC건설사업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청 부문별 건설사업관리절차 가이드라인 개
발

국토부의 SOC건설사업 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청의 특성을 종합고려한 발주자 업무 
맞춤형 건설사업관리 업무절차 정립․제시함

2011년 국방부 군 시설전담조직 업무체계 개발 연구용역

軍 시설조직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국방개혁과제인 시설전담조직 창설에 따른 효율성과 전
문성이 제고된 시설전담조직의 정착과 기반환경 구축 기간의 단축을 목적으로 군의 통합 시
설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전담 조직의 업무체계 개발 및 조직 편성안을 도출

2012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지원시설(업무, 생산) 건립공사 사후평가 용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지원시설(업무, 생산) 건립공사의 현황조사 및 분석, 건설 공사비 및 
기간 분석, 수요예측 및 기 효과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계자의 호응도 및 만족도 분
석, 시행단계별 건설정보 분석, 건설공사 추진성과 분석, 종합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
며, 공공건축물에 한 사후평가로는 최초로 시행

2012년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내 시설사업관리시스템 표준화 용역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수행하는 국방부 및 국방시설본부의 시설사업관리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체계 재정립 및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 기반 마련 컨설팅 용역(전산화 포함) 

[ 수탁 연구 용역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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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및 외주 공동연구

 1990년을 전후하여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전 세계 건설산업은 건설 서비스에 한 고

객의 불만족 증가, 다른 산업에 비해 비효율적이며 낙후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는 현실에 직면하

게 되었다. 건설산업이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변화하고 비용 비 효과적인 산업으로 재인식되지 않으면 

발전은 물론 생존조차 보장받을 수 없다고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런 위기의식은 건설산업의 혁신운동을 추진하

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에 미국, 영국, 싱가폴,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1990년  중반부터 원가절감을 

포함한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 향상 운동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프로젝트는 점차 고도화, 복잡화, 거 화되었으며, 고객의 

요구 또한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국내건설산업은 후진적인 법과 제도, 칸막이식 업역, 실추된 이미지로 말미암

아 혁신을 지향하기보다는 시장을 사수하는데 급급한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 건설산업관리(CM) 도입을 주도한 한미글로벌은 국가 건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2000년 4월 건설전략연구소를 

설립하고 건설 선진국의 혁신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에 시작한 첫 연구의 상 국가는 영국이었다. 

Rethinking Construction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영국 건설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전략을 연구했

다. 2002년에는 영국, 미국의 혁신운동을 벤치마킹하고 국내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했다.

2003년에는 실추된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국가 중 하

나인 싱가폴의 건설산업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우리나라의 취약분야인 건설교육제도, 설계 및 엔지니어

링, CM제도, 발주자의 혁신전략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해에는 또 국내 건설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코리안 

스탠더드가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왜곡된 건설관련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

더드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연구결과는 2006년까지 3권의 책으로 발간되

어 산업계는 물론 정보, 학계 등에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혁신을 위한 자극제가 되었다.

2005년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추진하였다. 그 이전의 연구는 건설 선진국들의 혁신운동을 살펴 우리 

산업의 취약한 부문을 분석, 제시하는 총론적인 연구였다. 연구소는 국가 건설산업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

고, 이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

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건설정책 및 조직의 통합화 방안, 건설조달제도의 혁신방안, 건설관련 법․제도의 개

선방안 등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중국 건설산업의 현황과 진출 전략에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후에도 2007년 일본 건설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생존전략을 다룬 연구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였

연 도 실 적

2013년 군 설계도서관리 건축승인업무 개선 및 전산화 방안 전문가 지원용역

국방시설본부의 설계관리 업무 및 실시계획/건축승인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 방
안 수립 용역 

2013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현물보상 컨설팅

교육시설 재난 발생에 따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현물 보상(직접 복구공사 발주) 가능성 여
부에 한 판단 등의 타당성 검토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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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10년의 경우 ‘미국 CM A To Z’ 연구를 통해, 미국의 CM협회(CMAA)가 중심이 되어 CM의 태동지인 

미국 CM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고찰, 미국 CM산업의 역사, 민간 및 공공분야 CM제도, CM 실무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총 망라하였다.

연 도 실 적

2001년 건설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전략(자체연구)

국내 건설산업이 가지고 있는 CM에 한 명확한 개념의 정립을 위하여 CM의 발생지인 미
국뿐만 아니라 이를 도입, 적용하고 있는 영국, 일본 및 동남아 국가의 CM에 한 정의, 관
련 법, 계약제도, 운영 방식 등을 고찰하고, 국내 건설산업의 CM도입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외국의 CM도입 노력, 적용 현황 및 효과 등을 비교, 분석함

2002년 한국 건설산업 문제점 연구(자체연구)

한국 건설산업의 후진성을 초래하는 원인을 찾고, 후진적인 법․제도의 혁신방향을 제안함

2002년 영국 건설산업의 벤치마킹 연구(자체연구)

해외 선진국의 건설산업 비용효과성 향상 운동 중 1990년도 중반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긍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영국 건설산업의 「Rethinking 
Construction 운동」에 주목하여 국내 건설산업에 주는 시사점 및 교훈의 관점에서 조사 분
석하여 Rethingking Construction 운동의 주요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비용 효과성 운동 추진을 위한 전략적인 기본 틀(strategic framework)을 제안

2002년 미국 건설산업의 벤치마킹 연구(자체연구)

해외 선진제도를 도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CM의 발생지인 미국 건
설산업에 한 명확한 현황을 제시

2003년 (미국, 영국, 일본 등)선진 건설교육제도의 벤치마킹 연구(외주공동 연구)

건설분야의 학교육과 경력개발 프로그램(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을 중심으
로 선진건설교육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핵심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건설
교육체계의 기본방향 제시

2003년 싱가폴 건설산업의 벤치마킹 연구(외주공동 연구)

싱가폴 건설산업의 현황 및 변천사를 산업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며, 산업구조와 건설관련 
정부 부처를 포함하여 싱가폴 건설산업에 한 개괄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안들을 소개

2004년 미국 CM 벤치마킹 연구(외주공동 연구)

미국의 CM제도에 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제도에 한 왜곡과 건설환경에 의한 차이로 발
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내 건설산업의 CM 및 관리능력 향상 방안 제시

2004년 한국 건설제도와 Global Standard(외주공동 연구)

건설관련 국제규범과 더불어 미국, 영국 등 건설선진국의 주요 제도를 한국의 건설관련 법․
제도와 비교해보고, 건설관련 법․제도가 건설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본 뒤 “한국 건설제
도가 지향해야 할 Global Standard가 무엇이며,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분석 및 도출

2004년 건설생산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발주자 혁신전략 벤치마킹 연구

미국과 영국 건설산업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해외 선진국의 건설산업에서는 건설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주자가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고 무엇을 실천하고 있
으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도출

2004년 설계엔지니어링 경쟁력 연구(외주공동 연구)

국내 설계엔지니어링의 현황을 살펴보고, 설계엔지니어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향 요인과 
벤치마킹 사항을 제시

200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0주기 토론회 준비를 위한 연구(외주공동 연구)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업의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삼풍사고 이전과 현재의 법, 제도, 
건설 및 관리기술 등의 비교 연구를 통해 건설안전에 한 현황과 발전방안을 모색

[ 자체 및 외주 공동연구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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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일본 건설산업의 생존전략 연구(외주공동 연구)

일본의 건설생산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주목하는 6가지 사항(①건설 품질수준이 
높은 점 ②설계시공 일괄발주에 의한 효율적 생산 ③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간의 협조적 관
계의 유지 ④시공자가 보유하는 기술력 및 높은 기술개발능력이 높음 ⑤Cost 초과 공기지
연이 거의 없는 점 ⑥중층하청구조에 의한 수급조정과 기술자의 확보․육성)을 중심으로 일본
의 건설산산업 특성 및 주요 요소를 벤치마킹 제시

2005년 중국 건설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외주공동 연구)

중국 현지의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건설 및 부동산시장의 형성과정과 특성, 주요 동향
과 문제점, 건설시장의 특징, 우리기업의 진출경험 등을 개괄하고, 중국시장 진출 개척을 위
한 전략방향을 모색

2005년 건설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외주공동 연구)

복잡한 국내 건설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건설산업의 효율성
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토
를 제공

2005년 주요국의 벤치마킹을 통한 한국 건설조달제도의 혁신방안 연구(외주공동 연구)

한국 건설산업의 후진성을 초래한 원인이 정부조달시스템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
고, 향후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조달시스템 혁신방안을 제시하며, 한국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열쇠는 건설업계가 아니라 발주자인 정부가 쥐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조달시스템 혁신운동을 추진하는데 기여

2005년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한 한국 건설정책의 조직의 통합화 방안 연구(외주공동 연구)

미국, 영국, 일본의 건설산업정책을 ①법제, ②행정조직, ③건설 프로세스 등 3가지 측면에
서 상호 비교 검토하며 세 나라에서의 건설시장 특성, 건설업의 위상, 그리고 건설문화에 
한 국민의 인식수준 등을 고찰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건설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어떤 
영향을주었는지를 규명하여 우리나라의 건설정책을 법제, 행정조직, 그리고 건설프로세스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건설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외부적인 요소들을 식별하는 동시에 
산업 내 내재되어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제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발주 공공건축물 그린빌딩화 방안(외주공동 연구)

공공건축물의 공간적 특성을 검토하여 친환경적 기법 적용의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효용을 극 화하기 위한 그린빌딩 조성 기법 및 문제점을 도출한 뒤, 제 주도에서 발주
하는 공공건축물을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그린빌딩화 하는 실증단기 추국 지원 연구

2007년 향후 10년 CM의 비전(외주공동 연구)

CM의 과거 회귀적 기술보다는 미래의 Vision을 제시하는 학술적 내용에 기반을 두고, 연구
방향과 CM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과거 10년 CM의 현황 및 향후 10년 CM의 역할 및 발전
을 위한 Vision을 제시

2008년 미국 CM사례 연구(외주공동 연구)

한국에 CM이 도입된 지 10년을 맞아 한국 CM시장의 선진화 방안을 위한 과제 수행의 일
환으로 CM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CM시장의 현황 및 발전 방향에 한 연구를 
통해 한국 CM시장 및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조명함

2009년 BIM기반의 건설사업관리 업무프로세스 모델 개발외주공동 연구)

건설사업관리 운영 도구로써의 BIM 기능과 효과, 국내외 활동현황 등을 분석하고 CMr로서 
고려해야 할 BIM의 활용방안과 전략 및 Road Map을 도출하며, BIM 기반 건설프로젝트에
서 도입 적용할 수 있는 BIM 운영 Guide를 개발

2010년 Sustainability in Construction in 2020(외주공동 연구)

건설산업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으면서 동시에 감축을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한 산업분
야임.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다양한 건축환경에서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및 기술에 해 건설 생애주기 관점에서 제시

2010년 발주자 특성에 따른 건설프로젝트의 성공모델 개발(자체연구)

발주자의 다양한 입장에 따라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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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한 발주자 중심의 큰 그림(Big picture)를 제시하고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solution)을 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며, 프로젝트관리자로서 실무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성공모델을 개발함

2011년 Creating Excellent Buildings : A Guide for Clients(자체연구)

1999년 설립하여 주요 건축 프로젝트의 디자인 리뷰를 통한 조언과 공공건축, 도시계획 사
업 등에 한 자문 및 기술지원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영국 도시건축위원회(CABE)의 

표적 발간서적인 Creating Excellent Buildings : A Guide for Clients를 구성원 및 발
주자의 관련 업무 이해 증진을 위해 번역 내부출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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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산업 선진화

한미글로벌은 연구사업 뿐만 아니라 전문서적 발간, 차세  인재 육성 등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사업에도 

힘써왔다. 선진국 벤치마킹, CM제도 개선, 전문 기술 서적 등 다양한 분야에 총 22권의 서적을 발간하여 건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전국 학생을 상으로 차세  건설리더 양성을 위해 산학 협동 프로그램인 ‘차

세  건설리더 아카데미(NCLA)’를 14회 운영하여 75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건설산업선진화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하여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한미글로벌의 미션에 따라 앞으로도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선진화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

▼ 서적발간

한미글로벌은 연구소와 외부 전문가가 수행한 우수한 자체연구의 성과물을 건설산업계는 물론 일반인들도 쉽

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CM분야를 비롯한 건설연구 서적을 발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1건의 서적을 

발간하였다. 연구 책자는 크게 ①선진국 벤치마킹 사례 ②CM 선진화를 위한 제도 ③발주자의 역할에 한 책

자 ④건설 신기술에 한 기술 서적으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기획하고 

발간하고 있는 분야는 선진 CM 사례를 연구한 결과물인 벤치마킹 사례라 할 수 있다.  

비효율성과 비생산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의 노력을 벤치마킹한 ‘영국 건설산업의 혁

신전략과 성공사례’, 동아시아 건설 강국의 현황과 미래 전략을 담은 ‘일본 건설산업의 생존전략’과 ‘중국 건설

산업의 현황과 진출전략’ 등 세계 건설 선진국들의 성공 스토리와 미래 전략을 다각도로 조망하였으며, 그 중 

백미는 세계 1위의 건설 강국인 미국 건설산업을 벤치마킹한 시리즈라 할 수 있다.

회사는 설립 시부터 미국의 선진 CM 국내 도입을 앞장서 국내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였으며, 2003년 

미국 건설산업에 한 경쟁력과 그 요인을 기술적/비 기술적 차원에서 분석한 ‘미국 건설산업 왜 강한가’를 비

롯하여, 세계 최고의 건설 경쟁력을 미국의 설계 경쟁력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설

계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한 해답을 제시한 2005년 ‘미국 설계 경쟁력 어디에서 

오나?’, 우리나라와 건설선진국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올바른 CM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CM의 글로벌 스탠더

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CM의 역사, 제도, 시장 현황 및 실무 등을 다양한 실례를 통해 제시하고 한국적 상황

배경에 맞게 재해석하여 우리나라 CM의 발전방향을 모색한 ‘미국 CM A to Z-이것이 미국의 CM이다’에 이르

기까지 10여년에 걸쳐 미국의 건설산업과 CM에 해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서적을 발간하였다.

[ 미국 건설산업 연구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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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미글로벌은 해외의 선진 건설을 벤치마킹을 진행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건설 및 CM의 선진화를 위

한 서적발간에도 힘써왔다. 2003년 ‘한국 건설산업 해부’에서 한국 건설시장과 산업구조, 건설기업과 건설 정

책 및 제도에 한 총체적 해부를 통해 건설산업의 공과 과를 분석하고 나아가 한국 건설산업의 당면 과제와 

미래에 해 논의하였다. 2006년에는 한국 건설 산업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을 60~70년 에 만들어진 법․제도

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코리아 스탠다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발간하고 한국의 건설제도와 미국, 유럽에서 

적용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비교하여 국가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면허제도, 예산편성제도, 입․낙찰제도 및 보증제도 등에 하여 한국의 제도와 글로벌 스탠다드의 차이점을 심

도 있게 분석하여 국내 건설이 세계로 나아가기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4년에 발간된 ‘발주자가 반드시 알

아야 할 턴키제도의 진실’에서는 국내 턴키제도에 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턴키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미국의 디자인 빌드 프로젝트의 사례를 들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한미글로벌은 지난 20년간 CM의 발전과 더불어 꾸준한 서적 발간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제도 현

황 분석 및 개선에 앞장서 왔다. 또한 건설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동안 산업계

에서 그 의미와 역할이 소홀히 여겨져 왔던 발주자의 역할에 해서도 재조명하였다. 2006년 “발주자가 변하지 

않고는 건설산업의 미래는 없다”를 통해 우리 건설산업이 총체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이유를 비효율적인 

건설 관련법과 제도라고 규정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건설산업의 혁신을 실현한 

영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발주자, 정부의 역할을 설정 하였다. 2007년에는 더 나아가 

건설산업 전반에 지 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조달’ 부문에 주목하여 1등 건설산업을 위한 정부조달 10  혁신전

략을 제시한 “일류 발주자가 일등 건설산업 만든다”를 발간하였다.

이외에도 회사는 우리나라 CM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써 CM전문 기술에 한 서적 발간도 꾸준히 진행하

였다. 2006년 창사 1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월드컵 주경기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프로젝트에 적용된 기술적 노

하우를 담은 Construction Management Best Practice 1을 발간하였으며 2011년 창사 15주년에는 일반 사업 

외에 용도와 범위가 확장된 국내외의 총 12개 프로젝트의 설계관리, VE, 원가, 공정, 폼질, 안전 등 기술을 총 

망라하여 Construction Management Best Practice 2를 발간하여 CM업계의 실무자들과 발주자들에게 큰 호

응을 얻었다.

또한 2012년에는 환경건축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제작된 기술서적인“지속가능한 건축과 인프라”를 발간하였다. 이 책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 설계와 녹색 건축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녹색 건축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데 필요한 철학적 토 를 닦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설계의 사상과 원리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설명함으로써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우리가 추

구하여야 하는 지속가능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미글로벌 발간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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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는 CM의 기술을 총 망라하여 CM의 정석이라 할 수 있는 CM A to Z 초판을 발간하였다. 초판에

서는 설계, 공정, 원가, 품질 등 미국CM협회(CMAA)에서 제시하는 표준 CM 서비스 전체에 한 포괄적인 내

용들을 수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초판 발행이후 개정된 법․제도와 용어들을 최신화 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CM 

서비스에 한 포괄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 건설 분야에서 새로운 이슈로 주목되고 있는 친환경 건설과 건

설정보기술에 한 CM 업무프로세스 적용내용을 수록한 “CM A to Z-CM 프로젝트 이렇게 관리하면 성공한

다.”를 발간하였다. 본 서적은 말 그 로 CM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서적으로 학교 CM강의 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 교육사업 – 차세  건설리더 아카데미

한미글로벌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7월부터 국내 건설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건설 

관련 학과(건축학과, 토목학과 등) 학생 및 학원생을 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차세  건설리더 

아카데미를 서울 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건설전략연구소는 2007년 프로그램의 설립 때부터 기획 및 운영 업

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다. 차세  건설리더 아카데미는 건설산업 선진화에 이바지하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글로벌 건설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14회째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는 성균관 학교와 협력하여 

운영 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적인 개편을 통해 2013년 12회부터는 서울 학교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차

세  건설리더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건설 핵심 인력을 양성하여 침체된 건설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설 

산업에 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시켜 건설산업의 사회적 순기

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여 약 90%에 달하는 취업률을 기록

하고 있다. 차세  건설리더 아카데미는 우리나라 최고의 산학협동 종합 건설 교육프로그램으로써 국내외 70여

개의 학에서 총 752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 건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 차세 건설리더아카데미 포스터(1~14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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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략연구소와 건설산업비전포럼

CM비즈니스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매니지먼트로 승부하는 분야다. 성공적인 CM을 위해서는 설계

사나 시공사를 능가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미글로벌은 그간 선진 기술력을 도입하며 

최고의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 2000년 4월 회사 안에 건설전략연구소를 발족시켰고 이를 구현하기 위

해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민간기업에서 하기 어려운 거시적 연구에도 도전할 것을 연구원들에

게 주문했다.

“건설산업 전반의 선진화 방안에 한 중장기적인 연구를 해봅시다. 우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객

관적 결과를 정부 및 업계에 제안하면서 건설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모색해보자는 것입니다.”

당장 회사에 이익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자칫하면 정부나 형 건설업체에 밉보일 수도 있는 거창한 

연구 주제였다. 하지만 건설산업의 미래에 한 연구를 정부나 학계에만 맡겨둘 상황이 아니었다. 당장

의 이익에 골몰하기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멀리 보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을 일구어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국내 건설산업의 혁신전략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도록 했다. 그에 따라 건설전략연구소는 

미국 등 선진국의 건설정책, 법제도, 경영혁신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현실의 문제점을 도출하

고 안을 강구했다. 이 연구는 산학협동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도서 발간사업으로 이어졌다. ‘건설산업

비전총서’ 시리즈가 그것이다. 지난 2003년에 건설의 최고 선진국인 미국 건설산업의 현황과 선진화 요

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 「미국 건설산업 왜 강한가?」를 시작으로 「발주자가 변하지 않으면 건설산업

의 미래는 없다」 등 13권의 책을 발간했다.

한편, 회사 건설전략연구소는 건설과 관련된 오피니언 리더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역할도 했다. 2003

년 2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진국 건설산업의 미래 발전전략과 한국의 선택’이라는 세미나

가 열렸다. 한토목학회와 한건축학회가 주최하고 회사가 중앙일보와 함께 후원한 세미나였다. 거기

에서 우리 건설전략연구소는 선진국 건설산업의 미래 발전전략과 한국 건설산업의 문제점에 한 연구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그때 토론 자리에서 이런 의견들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비전과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려면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역할이 중요할 

듯합니다.”

“맞습니다. 위기에 처한 건설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건설산

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포럼을 창설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 6월에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창립됐다. 김건호, 이건영 건설교통부 전 차관이 공

동 표로 선출됐고 명지  선우중호 총장이 고문으로 추 됐다.

비전포럼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국회의원, 법조인 등 60여 명의 오피니언 리더들

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건설과 관련된 국내 최초의 비정부, 비영리 산학연관 단체인 셈이다. 나는 천군

만마를 얻은 듯 기쁨을 느꼈다. 나는 비전포럼 활동에 주도적인 참여를 하면서 매년 국제 세미나를 개

최하는 등 건설산업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활동을 지속해왔고 포럼은 3명의 공기업 사장을 비전포럼

에서 배출하였으며, ‘건설 선진화’ 작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발전했다.

현재 4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건설산업비전포럼은 그간 150차례의 조찬모임(2016년 4월 기

준)과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건설산업의 오피니언 리더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리고 2006년부터 나

는 건설산업비전포럼의 표 가운데 한 명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 중 한미글로벌의 건설선진화 관련 내용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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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그룹사 현황

01. Otak : 건설업계 최초 미국 선진 기업 인수로 해외 시장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다

1. Otak 성장사(Otak Growth & History)

1981년 美 오레곤州 Lake Oswego 지역 최고 

종합 설계(엔지니어링)사를 목표로 설립된 Otak社
(이하 Otak)는 한미글로벌과의 전략적 협력을 기반

으로 지난 35년간 생동감 넘치는 도시와 지속가능

한 공동체 구축을 위한 고객의 열망을 실제 실현시

켜주고 있는 우수한 종합 설계(엔지니어링) 회사로 

성장하였다. 오늘날에도 Otak의 수백 명의 디자이

너와 플래너, 엔지니어들은 세계 각지에서 Otak의 

설립 목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협력을 통해 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Otak은 창조성과 진실성,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기술 강점의 서비스 철학을 기반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이러한 Otak의 철학은 전문가로 구성된 구성원들의 에너지와 열정을 기반으로 사업 참여자의 

성공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계획, 디자인, 엔지니어링 분야에 걸쳐 여러 수상을 받으며 증명되었다.

특히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Otak 구성원 개개인의 높은 전문성은 회사 전체의 관리와 기술의 전문성으로 승

화되었고, 이러한 내부 재능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Otak은 고객 문제 해결에 있어 통찰력과, 전략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앞으로도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Otak은 고객의 요구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혁

신적이며 비용 절감적인 현실적 해결책을 찾는데 전념하는 산업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현재 Otak은 약 250명의 전문인력을 통해 건축, 토목엔지니어링, 교량

설계, 건설사업관리, GIS, 조경, 계획(기획), 측량, 도시계획, 사업 시각화 

및 수자원 분야에 대해 미국의 오레곤州와 워싱턴州, 애리조나州, 콜로라

도州 및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교통SOC 및 주거, 

공공사업(토목), 도시성장계획 수립, 복합시설, 상업시설, 여가시설 등 사

업 분야에 있어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초창기 Otak의 모습 ] 



제3장 그룹사 현황
01. Otak

그룹사-2

[ Otak의 연도별 매출(1982년~2014년) ]

[ Otak의 연도별 구성원 수(1995년~2014년) ]

2. Otak의 연혁(Otak Chronology)

1981 : 1981년 6월 3일 오레곤 주 Lake Oswego에서 Otak 설립

1984 : 오레곤 주 Lake Oswego의 Boones Ferry로 사무실 이전

1985 : 첫 번째, 다세대 주택 프로젝트 수행, 오레곤 주 Lake Oswego에 위치한 Westlake Meadows

        프로젝트

1986 : 첫 번째, 교통SOC 프로젝트 수행, 오레곤 주 Beaverton에 위치한 Beaverton Transit Center 

        프로젝트

1987 : 제1회 Gold Nugget Merit 수상, 오레곤 주에 위치한 One Jefferson Parkway 아파트 프로젝트

1989 : 워싱턴 주 사무실 개소(워싱턴 주 Kirkland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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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매출액 10만불 돌파

1993 : 구성원 수 100명 돌파

1995 : 인사(HR) 책임자 첫 고용

1997 : 워싱턴 주 밴쿠버 및 시애틀 사무실 개소

1998 : 넷스케이프 기반의 e-mail 및 인터넷, 일정 공유 체계와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1999 : 콜로라도 주 Carbondale 사무실 개소

2000 : 오레곤 주 Corvallis 사무실 개소

2001 : 애리조나 주 Tempe 및 오레곤 주 Bend 사무실 개소

2002 : Otak에서 제작 수상한 Trail Notes 출간

2003 : Otak에서 수행한 Tacoma 경전철 준공

2004 : 당시 포틀랜드 지역에서 가장 큰 친환경 에코지붕 프로젝트인 Broadway Housing 프로젝트 준공

2005 : 워싱턴 주의 Yakima 사무실 개소

2006 : 아랍에미레이트에 위치한 Otak International 지사 개소

2006 : HLB and Sheldon & Associates社 합병

2007 : Swamp Creek Flood Reduction Improvements 프로젝트로 ACEC Engineering Excellence Gold 

         Award for Complexity 수상

2008 : 워싱턴 주 Everett 사무실 개소

2009 : 아랍에미레이트 지사(Otak International) 100명 돌파

2010 : Abu Dhabi Urban Street Design Manual 프로젝트 발간

2011 : Otak 설립 30주년

2011 : 한미글로벌 Otak 인수

2012 : 콜로라도 주 Carbondale 사무소 Denver로 이전

2012 : Cool Planning Handbook 프로젝트로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National Planning 

         Excellence Award’ 수상

2012 : Burnham St. Improvements 프로젝트로 ‘American Public Works Association National Project 

         of the Year Award’ 수상

2013 : 오레곤 주 Lake Oswego 사무소(본사) Portland 재이전

2013 : Abu Dhabi Urban Street Design Manual 프로젝트로 ‘Institute of Transportation Engineers 

         Best Program Award’ 수상

2014 : 워싱턴 주 Kirkland 사무소 Redmond로 재 이전

2015 : 콜로라도 주 Boulder 사무소 개소

2015 : Yellowstone 국립공원 설계 프로젝트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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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글로벌과의 협력체계 구축(Build Relationship with HanmiGlobal)

지난 2011년 6월 9일 한미글로벌은 Otak을 인수(인수식은 동년 4월 26일 개최)하였으며, 기업 인수에 따라 

Otak은 한미글로벌과 주요 사업 분야를 공유하고 기술력 증진과, 전문시각을 유지하며, 고객에게 더 넓은 범위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한미글로벌의 Otak 인수로 인해 글로벌 파트

너십을 구축하게 되어 지속성 있는 실행력과 탁월한 고객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미글로벌의 입장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지역으로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기반 플랫폼을 갖추게 되었

으며, Otak과의 협업을 통해 강력한 글로벌 자원으로서 큰 축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아시아 및 유럽, 중동

지역에서 진행 중인 양 사의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과 더불어 기존 Otak의 

중동 지역에서의 설계, 계획, 엔지니어링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중동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었다.

[ 한미글로벌-Otak 인수식, 2011.04.26. ]

4. Otak의 조직문화 및 봉사활동 소개

조직문화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중요시 여기는 미국기업의 특성과 같이 Otak 또한 이와 관련한 다양한 활

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큰 활동인 봉사활동의 경우 Otak 구성원들이 별도의 단

독 조직으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닌 지역적, 인종적, 국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지역 내 타 봉사활동 조직

들과 활발하게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을 통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Otak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다양한 자선프로그램에 활발히 참가하는 많은 구성원들로 운영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회사가 속한 지역의 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환경보존 활동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이루어지고 

있다.

회사는 구성원의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32시간의 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 절반인 16시간을 추가 

휴가기간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헤비타트(주거지원 봉사활동)와 같은 자원봉사 프

로그램에 참여한 16시간 중 8시간을 추가 휴가기간으로도 보상받고 있다. 이 외에도 회사는 다음과 같은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원 참여를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Cascadia Region Green Building Council; Corporate Sponsor(since 2007)
 US Green Building Council; Corporate Member and Silver-level Sponsor(sinc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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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Living Future Institute(since 2011)
 Institute for Sustainable Infrastructure; Charter Member(since 2013)
 Oregon Association of Minority Entrepreneurs; Member(since 2014)
 Oregon Association of Clean Water Agencies
 River Restoration Northwest
 Johnson Creek Watershed Council
 Lower Columbia Estuary Partnership

지역사회의 발전과 연계한 Otak 구성원의 조직문화 활동을 살펴보면, 친환경적인 지속가능성에 주목하여 지

역사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증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전거 출

퇴근 도전 행사(the Bike Commute Challenge), PARK(ing) Day, and the EcoChallenge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있다.

자전거 출퇴근 도전 행사는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서,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소속 구성원이 자전거로 출퇴

근을 시행하는 행사이다. 지난 2014년 9월의 경우 Otak 소속 구성원들은 226.5번 동안 총 2,338마일에 달하

는 거리를 자전거로 출퇴근을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행사 참여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독려하고, 참여 구성원의 

건강증진을 꾀할 수 있는 즐거운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에는 본사가 위치한 포틀랜드의 구도심과 차이나타운 거리를 보다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광범위한 기업과 공동체 그룹과 같이 임시로 1,000 피트(약 300m)에 달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전

용도로로 변경하는 “Pop-up Plaza” 프로그램에 후원하였다. 또한 단순히 금전적 후원만을 개최한 것이 아니라 

몇몇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하여 Otak 구성원들이 매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EcoChallenge를 들 수 있다. 매년 10월의 2주가량 환경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 한 가지의 삶의 방식 변화를 

꾀하는 프로그램인 EcoChallenge 프로그램의 경우 Otak 구성원들은 지난 2015년의 경우 친환경 식품 고르기, 

효율적 에너지 사용, 쓰레기 절감, 대체 교통수단 활용 등에 있어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제3장 그룹사 현황
01. Otak

그룹사-6

5. Otak의 중장기 발전전략(The Long-term Strategy of Otak)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Otak은 지난 2015년 9월 외부 전문 컨설팅 기업과 함께 2020년까지의 중장

기 발전전략 및 각 전략별 세부과제를 정의한 ‘Otak 2020’을 다음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정립하였다.

1단계, (작성 시점 기준) 앞으로 5년 후 원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기본 방향 수립

         (SWOT분석, 시장 환경 분석)

2단계, 수립한 기본 방향을 기반으로 성장 전략 도출(장기 고객관계, 혁신 전략 등 수립)

3단계, 수립한 기본 방향과 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행동계획 수립

Otak의 장기적 성장방향, 성장방향에 근거한 추진 전략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담긴 ‘Otak 

2020’ 작성은 특히나 전 구성원의 이해 및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 수립 전 과정에 걸쳐 구성원 및 

고객과 주주가 함께 참여하였다. 특히나, 핵심 담당자는 3단계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였고, 핵심참여멤버

가 각기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였으며, 주요 고객과 파트너의 경우 또한 인터뷰를 통해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큰 노력을 통해 Otak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집대성한 ‘Otak 2020’은 지난 2015년 12월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되었고, 현재 ‘Otak 2020’에서 제시한 각종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수십 장의 보고서와 여러 도표로 구성되어 있는 ‘Otak 2020’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Otak 2020의 목표

‘Otak 2020’은 전문가(구성원), 지속가능한 성장성, 투자이익 달성 

사이의 균형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우리는 Otak이 지속가능한 성

장을 이루는 조직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는 구성원의 이익 실

현을 위해 재무적 성공 달성을 경주할 것이며, 투자자에게 경쟁력 있

는 투자이익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Otak 2020의 제작 목적 (전략 주제)

 ‘Otak 2020’은 왜 수립되었는지,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협업하며 일해야 하는

지, 누구와 상호 연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성공을 정의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DNA를 정립해야 

하기에 제작되었다. 

즉, ‘Otak 2020’은 우리 구성원과 우리 회사, 우리 고객, 우리 미래에 대해 초점을 맞춰 종합적인 전략과, 접

근방법, 계획에 대해 핵심 목적을 정의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전략은 성공의 지표로만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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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가 전략적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방해요인과 도전을 인지해야 한다.

▼ Otak 2020의 성장 전략

 ‘Otak 2020’에서 정의한 회사의 성장

전략은 주요 전략주제를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을 통해 구성원, 회사, 고객의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즉, 시장의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여러 이

슈들을 종합 고려하여 Otak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특히나 Otak 2020의 성장전략은 투자

유치를 위한 단순한 필요 수익 도출이 아니라, 성장기회를 잡기 위해 주요 사업의 확대, 신사업의 성장, 장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 시간 등 다각적 사항들을 검토하여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 회사의 성장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CEO의 선택을 이끌고, 구성원에게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는 성공 방정식을 제공하였다.

궁극적으로 Otak은 2020년까지 자체 성장을 통해 연 8% 수준의 안정적 이윤을 창출하여 8천만달러의 수익

을 달성하고자 한다.

▼ Otak 2020의 주요 추진 과제

 ‘Otatk 2020’에서 정의한 주요 추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략적 계획의 실행 및 목표 달성이 매우 

중요하기에 각 추진과제를 중요성 및 

선・후행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3단계(3 

waves)에 걸쳐 실행과 발전을 거듭하

도록 운영되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을 살펴보면, 몇

몇 과제들은 회사의 전략과 Otak의 지

속적 성장과 관련된 과제들로 정의하였

으며, 그 외 과제들은 회사가 지속적 성

장을 위해 넘어서야만 하는 각종 장애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계

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그룹사 현황
01. Otak

그룹사-8

6. Otak의 대표프로젝트 20선 

1. 엘로우스톤 국립공원 계곡 림트레일 및 관광길 설계

프로젝트명
Yellowstone National Park Canyon Rim 

Trails and Overlooks Design

위치 Yellowstone National Park, Wyoming

사업기간 2014년 9월 ~ 현재

발주처 National Park Service

사업영역 사업계획, 경관 및 건축설계

본 프로젝트는 엘로우스톤 국립공원에 방문하는 방문객의 체험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Otak은 계곡 중 

Inspiration Point에서부터 Artist Point에 이르는 북측과 남측 림트레일과 관광길 개선과 복원을 위한 설계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풍화되어 위험한 트레일 길의 재배치와, 관광객 안전 고려, 관광 지역에 접근 가능한 새로

운 표지판 설치 등 림트레일 길에 대한 전반적 개선을 포함한 사업이다.

2. Legacy 공원 및 호수변 개선

프로젝트명 Legacy Park and Lake Front Improvements

위치 McCall, Idaho

사업기간 2006년 ~ 2009년

발주처 City of McCall

사업영역 사업 계획, 조경, 도시 및 건축 설계, 토목 ENG

수상 2012년 Idaho Smart Growth 수상

아이다호 McCall 타운에 위치한 Legacy 공원이 거주, 상업, 여가 지역 중심지로 다시금 활성화 되기 위한 

대규모 도심재개발 사업의 일부로 추진된 본 프로젝트에서 Otak은 공원 리노베이션, 거리환경, 보행자 산책로 

개선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 조경 설계를 담당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10평방 에이커에 이르는 대규모 공원 지

역이 형성되었으며, 수변 복원, 친환경 침식지 구성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Payette 호수의 수

질환경과 Legacy 공원의 개선을 꾀하였다.

3. Bandon Dunes 골프 리조트

프로젝트명 Bandon Dunes Golf Resort

위치 Portland, Oregon

사업기간 2011년 5월 ~ 현재

발주처 Bandon Dunes Golf Resort

사업영역 건축설계



한미글로벌 20년사

제2부 한미글로벌의 오늘

그룹사-9

본 프로젝트는 Bandon Dunes 골프 리조트에 식당, 락커 시설 등 각종 구내 시설 등 총 20개 건물을 건축

하는 프로젝트로 Otak은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나 본 프로젝트는 기존 창고를 Conference 시설 

및 식당 등 각종 관리시설로 개축하는 사업이었으며, 이 외에도 게스트 지원동 및 비즈니스 센터 등에 대한 리

모델링 설계 업무 또한 추진하였다.

4. Bend Whitewater Park

프로젝트명 Bend Whitewater Park

위치 Bend, Oregon

사업기간 2011년 3월 ~ 2015년 6월

발주처 Bend Metro Park and Recreation

사업영역 수자원, 구조설계, 프로젝트 관리, 건축설계

Otak은 美 서부해안지역 최초 휴양과 건강 모두를 위한 프로젝트인 Bend Whitewater Park 프로젝트의 설

계를 담당하였다. 이를 위해 Otak은 사업계획, 엔지니어링, 환경 서비스 등 다분야에 걸친 컨설팅 팀을 이끌어 

Colorado Avenue 댐 인근 500 feet에 달하는 Deschutes강의 보행자 전용 다리를 설계하였으며, 강을 활용

한 다양한 종류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물 들을 설계하였다.

5. The Yard at Union Station/Lot 5

프로젝트명 The Yards at Union Station/Lot 5

위치 Portland, Oregon

사업기간
1단계: 1996년 1월 ~ 2000년 3월
2단계(Lot 5) : 2007년 7월 ~ 2013년

발주처 GSL Properties

사업영역 토목 및 건축 설계, 경관 설계, 사업계획, 측량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River/Pearl 지역은 대표적 미국 도시 재개발 성공사례로서, Otak은 Union Station 인

근 7.5에이커 규모의 주차장을 주거단지로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주거단지는 4~5층 건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총 724개의 임대와 분양 가능한 가구로서, 다양한 수입층을 고려하였다. 또한, Lot 5 프로젝트는 

해당 지구 개발의 마지막 사업으로 8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LEED 

Silver를 획득하였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ure Oregon Award(1988)와 Phoenix 

Award for Environmental Redevelopment(2000) 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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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DNOC Mirfa City Housing

프로젝트명 ADNOC Mirfa City Housing

위치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사업기간 2011년 3월 ~ 현재

발주처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사업영역 종합 계획, 도시 설계, 건축 및 토목 설계

본 프로젝트는 아부다비 서쪽 지역 Mirfa시에 위치한 정부기관 직원 숙소 건설 프로젝트로 Otak은 종합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2030 Mirfa Master Plan에 따라 추진된 40개 빌딩(주거시설 

400호실 및 지원시설) 건설 프로젝트로 현재 Otak은 설계단계 종료를 앞두고 있다.

7. Tempe Transportaion Center

프로젝트명 Tempe Transportation Center

위치 Phoenix, Arizona

사업기간 2004년 1월 ~ 2008년 12월

발주처 City of Tempe

사업영역 건축 설계, 도시 설계, 경관 설계

수상 2009,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mart Growth Achievement Award

2009, AIA Oregon, Merit Award, Built Category

2010, AIA Arizona Honor Award for Design

2010, AIA Western Mountain Region, Merit Award

Central Phoenix/East Valley의 철도노선 근처에 위치한 Tempe 교통센터는 철도역과 15개의 버스정류장, 

2에이커에 달하는 도심 광장, 최첨단의 오피스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Tempe의 교통부(DOT)와 교통관

리센터의 본부로 자전거 정류장과 주민회의실, 상가로 활용되고 있다.

Otak은 Tempe 지역 기업인 Architekton과 함께 본 Tempe 교통센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설계와 시공계

획을 담당하였으며, 다양한 에너지 절감 시설 등을 계획하여 현재 LEED Platinum 획득을 앞두고 있다. 

8. Central Phoenix/East Valley LRT

프로젝트명 Central Phoenix/East Valley Light Rail Transit

위치 Phoenix, Arizona

사업기간 2002년 ~ 2008년 12월

발주처 Valley Metro Rail

사업영역 건축 설계, 도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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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인 Phoenix와 Tempe 지역에는 출퇴근 시간과 고속도로 정체를 경

감시켜주는 20.3 마일에 달하는 효율적인 경전철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역 특성상 여름에는 높은 온도로 인

해 많은 어려움이 노출되어 활용빈도가 적은 문제점이 있어 Otak은 Architeckton과 함께 28개 정류장에 적합

한 냉방시스템을 설계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Otak은 냉방시스템을 고려한 정거장의 전반적 건축설계를 담당). 

본 해결책을 통해 경전철 이용객이 고속버스 든 타 교통수단에 손쉽게 연결되게 되어 노선 활용성이 증대되었

다.

9. Grand Canal Abu Dhabi, A Ritz Carlton Hotel

프로젝트명 Grand Canal Abu Dhabi, A Ritz Carlton Hotel

위치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사업기간 2007년 10월 ~ 2013년 10월

발주처 Abu Dhabi National Hotels

사업영역 CM (설계 및 시공단계)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5성급 대표 호텔인 아부다비 그랜드 커널 리츠칼튼 호텔의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

사업관리를 Otak에서 수행하였다. 호텔의 본관은 10개의 건물이 초승달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어 주변 조경과 

수영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개인 별장과 베네치아 마을 스타일의 식당, 상가, 스파가 배치되어 있다. 

이 외에도 해변가, 무도회장, 9개의 식당과 식음료시설, 리츠 키즈클럽과, 헬스장, 회의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대운하를 배경으로 배치되어 심미적으로 매우 우수한 호텔로 각광 받고 있다.

Otak은 본 프로젝트의 설계단계에서 여러 설계팀을 총괄 리드하였으며, 시공단계의 경우 전체적 건설사업관

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0. Trilogy Golf Club at Redmond Ridge

프로젝트명 Trilogy Golf Club at Redmond Ridge

위치 Redmond, Washington

사업기간 1991년 ~ 2010년

발주처 Port Blakely Communities

사업영역 사업계획, 토목 설계, 조경 설계, 측량

2,450세대, 78에이커 상업 대지, 3만 평방피트의 클럽하우스와 18홀 골프코스로 구성된 본 개발 사업에 참여

한 Otak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세밀한 경계 및 지역 측량 시행을 통해 철저한 종합 사업계획을 수

립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조경 전문가, 엔지니어 등이 수년 간 수정 및 보완을 통해 Puget Sound 지역에서 최

고의 개발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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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Golf Gardens

프로젝트명 Golf Gardens

위치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사업기간 2008년 1월 ~ 2009년 12월

발주처 Sorouh Development Company

사업영역 토목, 건축, 조경, 도시 설계, CM

아부다비에서 가장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인 본 프로젝트는 2,000평방피트에서 5,000평방피트에 달하는 고급 

빌라 건축 프로젝트이다. Otak은 본 사업에 있어 398개에 달하는 빌라 주거 시설 건설과 관련된 종합 사업계

획 수립과 공종별 설계, 사업관리를 수행하였다.

12. Khalifa City B Masterplan

프로젝트명 Khalifa City B Master Plan

위치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사업기간 2008년 8월 ~ 2009년 2월

발주처 Emirate of Abu Dhabi Urban Planning Council

사업영역 종합사업계획 (도시, 토목, 경관 설계)

본 프로젝트는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저밀도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업 및 공동시설을 주변 주거지로

부터 도보거리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한 도심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프로젝트로 Otak은 본 프로젝트의 종합계

획 수립을 통해 2개의 연결회랑을 구성하여 도심지 활용성을 향상시켰으며, 공동시설은 전략적으로 위치하여 

도보 가능한 지역을 구성하였다. 아부다비 2030 계획과 같이 본 프로젝트인 Khalifa City B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수도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

다.

13. South Waterfront District Development

프로젝트명 South Waterfront District Development

위치 Portland, Oregon

사업기간 2003년 1월 ~ 현재

발주처 Williams and Dame Development

사업영역 사업계획, 토목 및 경관설계, 수자원, 측량

본 프로젝트는 기존 Willamette 강 근처에 위치한 산업시설단지를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공터 활용 주택개발 프로젝트이다. Otak은 전 지역에 걸친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설계, 인프라 계획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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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홍수저감계획과 함께 ‘Green Street’ 컨셉을 적용하여 LEED neighborhood 

Development 프로그램에도 인증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14. Tacoma Light Rail Transit

프로젝트명 Tacoma Light Rail Transit

위치 Tacoma, Washington

사업기간 1999년 3월 ~ 2003년 8월

발주처 Sound Transit

사업영역 토목 및 건축 설계, 도시 및 경관 설계

Tacoma 시내의 주요 장소를 연결해 주는 Puget Sound 지역의 첫 번째 경철도 프로젝트로 Tacoma 경철

도 사업 추진을 위해 Otak은 16명의 컨설턴트들을 팀으로 구성하여 엔지니어링 및 설계업무를 성공적으로 완

수 하였다. 

15. UWB/CCC Collocated Campus

프로젝트명 UWB/CCC Collocated Campus

위치 Redmond, Washington

사업기간 1995년 ~ 2003년

발주처 NBBJ

사업영역 사업 계획, 토목 설계, 경관 설계, 수자원, 측량

본 프로젝트는 워싱턴대-Bothell 캠퍼스와 Cascadia Community College가 공동으로 대학 자원을 공유하

는 130평방 에이커에 달하는 부지의 개발 사업으로 Otak은 인공적 요소와 자연요소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다

양한 아웃도어 공간의 경관 계획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였다.

16. I-5 Wilsonville Road Interchange

프로젝트명 I-5 Wilsonville Road Interchange

위치 Portland, Oregon

사업기간 2008년 12월 ~ 2012년 10월

발주처 Oreg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사업영역 토목, 경관 및 구조 설계, 수자원, 측량, 건설사업관리

본 프로젝트는 I-5 고속도로에서 Wilsonville 중심가로 향하는 관문인 인터체인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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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교통량에 대한 대책과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시설을 건설한 프로젝트이다. Otak은 Fast-track으로 추

진된 사업에 있어 여러 사업참여자들을 리드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홍수저감시설 설치 등을 꾀하였다. 특히 

1,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타일에 색을 입혀 다리 아래 벽면을 꾸미는 등 경관적으로 매우 우수한 사례이다.

17. East Lents Floodplain Restoration

프로젝트명 East Lents Floodplain Restoration

위치 Portland, Oregon

사업기간 2008년 7월 ~ 2014년 12월

발주처 City of Portland, Bureau of Environmental Services

사업영역 수자원

수상 2014, ACEC Oregon Engineering Excellence Grand Award

Johnson Creek 지역은 3년에 2번씩 동남 포틀랜드 지역에 홍수 피해를 주는 상습 침수구역으로 Foster 도

로를 패쇄시키고 인근 주택 및 상가에 큰 피해를 주는 지역이었다. 이에 Otak은 프로젝트 관리, 수압 모델링, 

인허가, 시공문서 준비, 시공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범람원 지역의 발굴, 경사변경, 습

지대 향상과 도로, 다리, 시설 등 교체 등을 수행하였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홍수피해는 5년에 한 번으로 주기

가 줄어들었다.

18. SW Burnham Street

프로젝트명 SW Burnham Street

위치 Portland, Oregon

사업기간 2005년 ~ 2011년 6월

발주처 ity of Tigard

사업영역
사업 계획, 도시 설계, 토목 설계, 경관 설

계, 수자원, 건설사업관리

수상 2011, ACEC Oregon Engineering Excellence Honor Award

2011, APWA Oregon, Project of the Year

2012, APWA National, Project of the Year

본 프로젝트는 Tigard 도심에 활력을 주기 위해 Burnham 거리를 도시에서 최초로 Green Street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Otak은 Burnham 거리에 대한 폭우대비시설, 저에너지 활용 조명, 보행자 중심 시설,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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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Discovery Corridor Wastewater Transmission System Phase 1

프로젝트명 Discovery Corridor Wastewater Transmission System Phase 1

위치 Vancouver, Washington

사업기간 2013년 3월 ~ 2015년 12월

발주처 Clark Regional Wastewater District

사업영역 토목 설계(폐수처리시설 설계 포함), 수자원, 측량

Otak은 워싱턴주 벤쿠버 지역의 폐수처리 및 운송을 위해 6년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파

이프라인 최적경로, 인구, 흐름 예측, 최적 연결 부위 등에 대한 결론을 종합하여 Discovery Corridor 

Wastewater Transmission Systems(DCWTS)을 개발하였다. DCWTS는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최소 20년 동안 유지 가능할 것이며, 미래를 고려한 펌프시설 예상 위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기

준으로 Otak은 2개의 펌프시설 업그레이드, 2개의 펌프시설 신축, 9마일에 걸친 14~16인치 파이프 매설 등 1

단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0. Northeast Redevelopment Area(NERA)

프로젝트명 Northeast Redevelopment Area(NERA)

위치 Redmond, Washington

사업기간 2012년 8월~2015년

발주처 City of Burien

사업영역 사업계획, 수자원, 경관 설계, 환경 분석

수상 2015, ACEC Washington Silver Award

워싱턴주 Burien 지역의 북동지역 재개발 프로젝트(NERA)는 최근 3번째 활주로가 완공된 시애틀 국제공항 

인근 지역으로서 Otak은 이 지역의 재개발 계획 수립과 추진에 있어 City of Burien, Port of Seattle 등 공

공기관과 함께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였다. 

Otak이 본 프로젝트에서 수행한 주요 사항은 향후 비행 운영 계획과 경제성 분석을 통한 합리적 토지개발계

획을 수립하고, 지역 전반에 걸친 홍수저류계획에 따른 임시 수몰지로 활용 가능한 지역으로의 개발을 추진하

기 위한 수자원 및 경관계획 수립, 환경영향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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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에코시안 : 친환경, 신성장 동력을 장착하다

1. 인수 배경

한미글로벌은 2010년 친환경사업팀을 신설하며 환경 분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외부컨설팅 기

관을 통한 세밀한 실사와 사업시너지 타당성 분석을 통해, 2012년 1월, ㈜에코시안의 지분 60%(한미글로벌 

30%, 김종훈 회장 30%)를 인수하며 당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친환경 컨설팅은 사업영역이 확대 재생산되

고 있는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서, 그동안 한미글로벌이 보유하지 못했던 친환경 기술능력, 사업네트워크, 실적, 

인적기반의 확보 등을 통해 시너지를 기대한 결단이었다.

에코시안은 2001년 설립 이래 지속가능경

영(Substantiality)과 기후변화, 에너지 분야

에서 전문 컨설팅과 IT 솔루션을 제공해 온 

회사로서, 업계 수위의 친환경 전문 컨설팅 

기업이다.  2011년 사업영역을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효율화(ESCO;Energy Saving 

COmpany)사업으로 확대하고 에너지경영시

스템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 기후변화 및 에

너지경영 IT 솔루션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

대해 나가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에코시안은 현재 15년이 넘는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 환경 에너지 컨설팅 기업으로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안전/경영 그리고 화학물질관리와 관련된 진단과 컨설팅 및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 확대가 전망되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연료

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 등 신재생에너지의 기획, 설계와 시공도 수행하며 업역을 넓혀가고 있

다. 

 

2. 비전, 현황, 주요연혁

에코시안은 ‘Better Solution by Better People’ 이라는 비전을 표방한다. 이는 끊임없이 지식을 습득하고 

발전해 나가는 인적역량을 통해, 환경·에너지 이슈의 해결은 물론, 고객사의 발전과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에코시안의 조직은 CEO 이하 3개의 사업부, 부설연구소, 1개의 지사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부는 영업과 프로

젝트 운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소는 친환경 관련 트렌드와 신기술, 에너지 절감 프로세스를 연구하

며 서비스 상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5년말 기준 매출 100억원, 115명의 구성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5년간 업계 수위의 회사로 발전해오며 친

환경 분야 비즈니스모델을 선도해 왔다.

[ 에코시안 인수 조인식 (201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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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자본금 직원수 매출액

2002년도 5천 6명 1억

2007년도 3억 40명 21억

2011년도 10억 109명 79억

2015년도 12억 115명 100억

[ 연도별 경영현황 ]

시기 주 요 연 혁

2001.12 “(주)에코시안 설립”

2006.05 국내최초 환경경영 현장지원 웹 솔루션 개발

2007.0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지속가능시스템 연구소)

2009.01 “벤처기업”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2009.11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교육기관” 선정

2011.01 “동탑산업훈장” 수훈

2011.07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지정 , “에너지절약 전문기관” 등록

2011.01 “녹색기술 인증서” 취득

2012.01 “한미글로벌(주)” 자회사 편입 

2015.01 대표이사 권오경 취임

2015.06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 주요연혁 ]

3. 주요 사업분야

에코시안은 크게 3개의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사업 영역은 에너지 환경 컨설팅, 

ICT사업, 에너지 엔지니어링 분야이다. 3가지 분야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다. 

사업분야 사업 설명 상세 사업 분야

에너지 환경 

컨설팅

기후변화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기술

적 방법을 제시하며, 고객사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위

해 친환경 생산 활동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 수립과 방법

을 지원

기후변화 대응전략 컨설팅

지속가능경영 컨설팅

제품환경관리 컨설팅

ICT 사업 특화된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사마다 최적화된 시

스템 구축 서비스를 제공. IT기반 솔루션과 CSR경영관리 

솔루션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성있는 솔

루션을 제공

에너지 솔루션

Green ICT

에너지 

엔지니어링

에너지 진단을 통해 고객사의 에너지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 저감 대책과 경제성 분석 등 최적의 개선안을 제

시. 투자시설의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신

사업모델

에너지 진단

ESCO

[ 주요 사업 분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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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실적 및 인증·특허 현황

에코시안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과제에 활발히 참여하였으며 동시에 국내유수

의 기업의 에너지 절감 컨설팅에 참여해왔다. 그 과정에서 친환경 관련 각종 인증의 취득과 특허출원 등의 노

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가. 연도별 주요 에너지환경 컨설팅 및 연구개발 실적

연도  발주처 프로젝트

2013 농림축산식품부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략 수립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저탄소 농축산물 작성지침 가이드라인 개발 및 컨설팅

대한무역진흥공사 LG화학 중국사업장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사업 수행 타당 조사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발전 부문 목표 사후조정을 위한 실태조사 분석 외 12건

한국지역난방공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탄소자산관리 전략 수립

201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자 컨설팅 외 3건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발전부문 산정등급체계 적용 합리화 방안 연구 외 8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효율개선율(절감율) 평가기법 개발 및 DB구축 외 1건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업종 배출권거래제 탄소관리 체계 구축 및 분석도구 개발

한국전력공사 전력부문 배출권거래제 이행비용의 합리적 보전방안 연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후변화대비 철도교통분야 대응방안 기획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 기반구축 및 운영 외 1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201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5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컨설팅

대전광역시도시철도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 ACI공항탄소인증갱신 수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BEMS KS 기반 설계, 시공, 운영, 관리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 외 1건

한국수자원공사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 협력사업 권역별 정책컨설팅 외 3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물류활동 기반 능동적 에너지 제어 및 관리기술 개발

환경부 철강 비철금속산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K-BREF) 마련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시료채취 및 성분분석 시험방법 개선방안 마련 연구

나. 연도별 ICT 사업실적

연도 발주처 프로젝트

2013 (주)레티나 SGP 빌딩 에너지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MEG 에너지소비원 최적관리시스템 개발

한국전기연구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예측시스템 개발

한국에너지공단 RPS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한전KDN REC 현물거래시스템 SW추가 개발

삼성SDI 삼성SDI 화학물질관

2014 한화케미칼 온실가스(H-GEMS)시스템 유지보수

(주)비원이즈 한전 KDN 개발 컨설팅 서비스

한국전기연구원 RPS의무이행비용 평가시스템

S-Oil GHG Mgt. System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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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증 및 특허보유현황

▼ 인증현황

▼ 특허보유현황

연도 발주처 프로젝트

GP시스템 유지보수

GnE시스템 유지보수(주)엘지실트론

코오롱 그룹 ESH 온실가스 및 에너지시스템 구축(주)엘지실트론

삼성디스플레이 에너지 진단 컨설팅 및 FEMS 구축코오롱베니트(주)

한진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삼성디스플레이

한진정보통신(주)

2015 LG실트론 GnE 고도화 구축

한화케미칼(주) 온실가스(H-GEMS) 및 스팀관리(H-SMIS)시스템 유지보수

아시아나IDT 금호타이어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코오롱인더스트리 2015년 시스템 부문 배출권거래제 대응 기반 구축

한국전력거래소 REC거래시스템 소프트웨어 개선 

동양주공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삼보광업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이구산업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아이센스 유해화학물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주)엠로 현대제철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한국세큐리트(주) 익산공장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공사

코넥 1공장 증설 변전실 내 ACB전기 제어반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동희오토 대기방지시설 모니터링 추가 구축

인증연도 인증기관 인 증 명 인증번호

2012 환경부 녹색기술 인증서 제 GT-12-00211 호

2013 중소기업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제 R7013-1797 호

201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 지정서 제 15-2092 호

취득연도 인 증 명 특허번호

2012 공기조화기 및 그 PMV 제어를 통한 에너지 최적화 관리방법 10-1110216

2012 환경부하 산출 시스템 10-1212666

2013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 연동 입력 시스템 10-1226705

2013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시스템 10-1254201

2014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평가 방법 및 시스템 10-1457890

2014 웹 스크래핑을 이용한 에너지 사용정보 관리 방법 및 시스템 10-14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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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Turner & Townsend Korea : 세계적 건설사업비 전문기업과 합작사 설립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다

1. 창립 배경 및 과정

건설사업관리(CM) 전문기업인 한미글로벌은 2008년 상장을 계기로 CM서비스와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

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발굴하고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갈수록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건설프

로젝트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히 강화하여 CM기업으로서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분야로 ‘건설사업비 

관리분야’를 선정하여 건설사업비 관리와 관련된 선진화된 기법 도입 및 Global 역량 강화를 기울였다.

이에 2009년 12월 24일 건설사업비 관리를 전문으로 다양한 건설산업분야에 역량을 가진 영국의 Turner & 

Townsend社와 50:50 합작으로 Turner & Townsend Korea(이하 T&TK)가 설립되었으며, T&TK는 창립 이

후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며 국내 건설산업에서 원가관리 시장을 개척하여 나가고 있다.

합작사 소개 : 영국 Turner & Townsend 

1946년 영국에서 사업비 관리 전문기업으로 설립된 

Turner & Townsend International Ltd.은 현재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창립 이후 약 70년간 전 세계적으로 

130개국에 진출하여 90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글

로벌 기업이다.

현재는 건설사업비 관리는 물론 Project Management 

및 Risk, Contract, Procurement, Claim, LCC(Life Cycle Cost) 등에 관련한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글로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4,120명의 직원이 약 6,634억원(￡380m)

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Business Performance Delivering Projects Operations
Asset and strategy planning Portfolio management Facilities management

Business case development Programme management Life cycle costing, carbon and 
energy management

Carbon advisory and sustainability Project management Safety, health and quality

Change management Cost management and engineering

Funder’s advisory services Contract services and dispute 
management

Organisational design Development management

Performance improvement Technology

Procurement and supply chain 
services
Risk and opportunity management

[ T&T의 주요 서비스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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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원가관리 전문 서비스 구축

건설사업비 관리(Cost Management)란 건설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사업비에 대해 프로

젝트의 기획단계부터 운영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당초 계획된 예산 

목표를 달성하는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건설사업의 경우 대형화, 전문화, 건설산업 

수요변화, 건설사업 리스크 증가 및 고객의 기대 수준이 상승하면서 전문적인 Cost Management 인력과 관련 

지식,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필요성과 국내건설 산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프로젝트

에서는 여전히 원가관리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경우가 많으며, 선진 건설 프로젝트 수행 시스템도 아직까지 부

족한 실태이다. 하지만, 선진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실시간으로 공정, 예산집행, 인력현황관리 및 일일 보고체계

를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투명한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기에 T&TK는 이러한 사업비 관리 모델을 국내 건

설사업에 본격 적용시켜 건설프로젝트 수행의 선진화를 꾀하고 공공 및 민간 건설 프로젝트에서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예산 절감을 추구하며, 발주, 계약, 클레임 등 객관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문회사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가(Specialist)를 

양성하여 국내 건설산업의 수준 향상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3. Turner & Townsend Korea 현황

T&TK는 2009년 합작 법인으로 설립되어 2016년 1월 현재까지 약 400여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해왔으며,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추진하는 국내 프로젝트에 대해 꾸준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글로

벌 기업과의 신뢰 구축과 비즈니스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다.

가. 조직 구성 및 매출 현황

 2016년 1월 현재 T&TK는 회사 전체 구성원 중 87%인 34명이 국내외 원가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러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외 유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특히 회사 고객 중 상당수

가 외국 발주처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에 기인하여 한국 발주처 전담 조직과 외국 발주처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Engineering팀은 비상주 현장 조직으로서 관련 업무에 대한 기술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함에도 불구하고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매출이 증대하여 2015년의 경우 

매출 54억원을 기록하여 창립 이듬해인 2010년 18억원 매출 대비 약 3배가 넘는 매출 성장을 달성하였다.

[ T&TK 조직 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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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T&TK 매출액 및 영업이익 ] 

나. 서비스 영역

 T&TK는 예산산출 및 원가계획과 원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비 관리를 통해 설계 효

율성 검토와 VE를 통한 실제적 원가 절감을 이루고 있다. 또한 발주 및 계약관리에서부터 Risk와 Claim 관리

까지 서비스 영역을 아우르고 있으며, 이 외에도 건설관련 기업 자문 서비스와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등을 제

공하고 있다. 다음은 T&TK의 주요 서비스를 간략히 소개한 사항이다.

주요 서비스 영역 주요 수행 내용

Cost Management  기획단계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물론 계획,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적정 예산 내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 

관리하며 각 사업 단계에 따른 고객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대표 서비스 영역

[ Cost Management의 주요 업무사항 ]

Contract 

Management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는 최초 계약서 작성단계부터 입찰 및 협상, 

그리고 최종계약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위험요소 예방 및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서비스 영역

 계약의 전 단계에 걸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최초 계획에 부합하는 최종 계약의 

조건 및 내용을 확정하고 위험 요소를 예방 및 분산함으로써 고객의 가치를 

보존 및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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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영역 주요 수행 내용

Contract 

Management

[ Contract Management의 주요 업무사항 ]

 계약 전반(Contract)
 공사계약(Construction contracts)
 Professional Appointments
 구매 계약(Supply Agreements)
 구매사양서(Purchase orders)
 기간제 구매 주문서(Term supply orders)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 협정(Volume discount agreements)
 부속계약서류(Ancillary contract documents)
 제반 시공 전 단계 용역계약(Pre-construction services agreements)
 담보 보증 관련(Collateral warranties)
 모기업의 보증 관련(Parent company guarantees)
 유보금 환급보증(Retention bonds)
 계약이행 증권 관련(Performance bonds)
 선급금 보증 관련(Advance payment bonds)
 면허(Licenses)

 공사 또는 용역이행 증권 관련(Performance warranties)

Lender’s Technical 

Advice(LTA)

 Lender’s Technical Advice(Development monitoring, 대주단 기술자문 

용역)는 프로젝트에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프로젝트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 LTA 용역은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걸친 기술자문, 설계 검토, 사업비 관리, 기성금의 적정성 검토, 사업 

참여자들의 업무분장기준 수립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음

[ LTA의 주요 업무사항 ]

Due Diligence  프로젝트 실사 및 평가(Due Diligence)는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필요한 현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는 작업으로 기업에게 협상과 거래가 결론 지어질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기에 건축물에서 공장설비까지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의 현 상태를 건축, 구조, 설비, 전기 등 각 분야에 대한 검사 및 

조사를 통하여 신속히 평가하는 서비스 영역

 [ Due Diligence의 주요 업무사항 ]

 설계도서 및 각종 계산서 검토
 장비 운영 매뉴얼 검토
 지붕 및 지하 외벽 등 누수검사
 내장재, 외장재 상태 검사
 설비 및 전기 시스템과 용량검사
 리모델링 개략 예산 산정
 감리 보고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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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영역 주요 수행 내용

Due Diligence  구조물 부위별 균열검사
 구조물, 바닥, 벽체, 기둥 등 구조검사
 방재 시스템 및 피난시설 검사
 각종 유틸리티 검사

 보고서 작성

Procurement 

Management

 Procurement Management(구매 및 조달 관리)란 고객의 요구와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최적의 발주 Package 구성, 발주 전략 및 방안 수립, 입찰 진행 

및 평가/선정에 이르는 종합적인 입찰/구매, 조달을 관리하는 서비스 영역

Value Management  Value Management란 고객의 프로젝트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으로서 프로젝트의 조직적 문제 해결 능력과 창조적 사고를 통합함으로써 

원가, 공기, 품질 등 주요 요소 간 균형을 이루고자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Value 전문가가 지침과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가 참여함으로써 개별 구성 요소 및 제안된 설계 솔루션을 통해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 서비스 영역

Claim Management  Claim Management란 고객을 대신하여 클레임의 사전 방지 및 해결을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 서비스로 클레임 대비 및 제기와 고객이 고용한 

참여조직을 지원 및 조언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계약 

관련 사항의 검토와 분석, 클레임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SWOT 분석과 클레임 

예방 및 해결 방안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

[ Claim Management의 주요 업무사항 ]

 고객 및 고객의 지원조직과 함께 클레임에 대한 해결책 검토 및 수립
 클레임의 핵심 요소에 대한 초기 예방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한 기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제반 문서의 작성 및 준비
 심각한 분쟁 유발 차단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 초기에 클레임 방

지 계획 및 대응 방안의 수립
 분쟁 발생에 대비한 정확한 분쟁 해결 절차 수립
 분쟁발생 시 협상 진행 관리 및 상황에 따른 요구사항, 의견 차이 검토/분석, 

적정성 판단 후 고객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 제시 등

Risk Management  Risk Management는 사업 수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존재하는 각종 위험

요소를 수량화하고 잠재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서비스 영역

[ Risk Management의 Risk Reg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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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영역 주요 수행 내용

Life cycle Costing  Lifecycle Costing(생애주기비용 관리)이란 현재의 추정하는 건설사업비뿐만 

아니라 미래의 유지/보수 등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측함

으로써 Lifecycle cost 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서비스

[ Lifecycle Costing의 주요 업무사항 ]

 시스템과 구성요소에 대한 정확한 Lifecycle cost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 세부사항의 개선

 미래의 운영/유지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 모델링과 현재 작성된 설계안의 탄
소배출 영향성 파악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을 관리하고 제어 가능한 방법과 목표 설정
 운영 및 유지비용을 고려한 정확한 예산수립
 기존의 프로젝트 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자산,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Lifecycle cost 산정

Programme 

Management

 프로그램 관리(Programme Management)란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는 프로젝

트의 조직 구성, 업무수행 방향 및 방법 등을 조정/구축하여 성공적인 목표 달

성과 아울러 상호 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활동임

 특히 대규모 또는 복잡한 공사일수록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기에 Programme Management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고객 및 프로젝

트 참여자들 간의 통합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최적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서

비스 

Earned Value 

Analysis

 사업성과관리(Earned Value management)란 건설프로젝트에서 공정진행률의 

가장 일반적 척도로 사용되는 기성 지급률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의 진도율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원가 및 공정상의 편차를 종합적으로 판단/예측관리하는 서

비스

 이를 통해 발주자는 실제 프로젝트의 진행 및 향후 예산에 대한 관리지표를 더

욱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참여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기회를 마련 

[ Earned Value Analysis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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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urner & Townsend Korea 성장 전략

가. 한미글로벌과 T&TK와의 협업

 T&TK는 모기업인 한미글로벌과의 협업을 통해 CM서비스에 더불어 전문화된 원가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

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특화된 CM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건설 프로젝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함

으로써 유수의 프로젝트 협업을 통해 동반 성장을 꾀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국내 건설 프로젝트의 선진화를 이

끌어가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고객들과 견고한 비즈니스 관계 및 신

뢰를 구축하고 있는 다른 모기업인 영국의 Turner & Townsend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고객 발굴 확대 및 비즈니스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선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며, 이의 

일환으로 호주, 싱가폴 등의 Office와 직원 교류(Staff swap)을 통해 사업비관리 Tool 및 Manual을 상호 공

유, 한국 실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있다.

나. T&TK의 독자적 성장 전략

T&TK는 핵심 사업 강화, 포트폴리오 확대, 성장인프라 구축이라는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창립 이후 성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우선 핵심 사업 강화는 안정적이고 다양한 고객층 확보, 업무 생산성 증대와 원가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달성해 나갈 것이며, 신규 서비스 개발 및 Plant, Infra 분야 및 해외사업 진출과 공공시장 진입으

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수 인력확보 및 지속적인 교육, 제반 경영시스템 구축, 조직 문화 확립 및 Partnering을 통해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5. Turner & Townsend Korea 수행 실적

가. LG 사이언스파크

프로젝트명 LG 사이언스파크 Project (DP2, DP3)

사업기간 2013.11 ~ 2015.04

발주처 LG사이언스파크 컨소시엄

사업영역 Cost Management

발주자는 LG그룹의 융・복합 연구기술력 향상과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 R&D단지를 건립하

고, 6개 입주사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혁신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으로 육성코자 하며, 우수 연구원이 선호

하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LG그룹의 Global 대표 연구 단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LG사이언스 파크를 

조성코자 하였으며, 각 단계별 공사비 산정 및 예산 범위 내에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

해 QS용역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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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획, 계획설계, 실시설계 단계별 / Space Program별 공사비 산정 및 VE를 통한 원가 절감 제

안을 원하였으며, 공용공사비 배분에 대한 논리 구성과 객관적 기준에 따른 6개 입주사별 공사비 배분 업무를 

요구하였다.

T&TK는 발주자가 원하는 건설사업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체로 선정되었으며, 설계 단계별 원가 산

정 및 VE, 공사비 배분을 포함한 전문적인 QS 건설사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수행한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설계단계(SD, DD, CD)별 설계성과물에 따른 공사비 산정

 설계단계별 설계변경내용에 대한 변경 공사비 산정 및 설계변경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설계단계별 VE 항목 선정 및 VE공사비 산정

 각 건물별 / Cost Element별 Cost Target(Cost Limit) 설정

 단계별(1차, 2차) 공사비 산정

 입주사별 개별 공사비 및 배분 공용공사비 산정

 공용건물, 단지 및 건물 인프라, 공용시설물의 공사비 산정 및 공사비 배분 기준 수립

 입주사별 Cash Flow 작성

 비용투입계획 수립

또한 T&TK는 복합시설(Wet 및 Dry 계열의 다양한 실험실 및 여러 Grade의 FAB 설비, 복합단지 내 통합

관리시설 등) 내 Space Program별, 단계별 사업예산 수립 및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복잡한 사업구도, 복수의 

발주자로 구성된 프로젝트에서 발주자별 공사비 배분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 배분을 통하여 발주자

별 예산 수립을 지원하였다.

나. Legoland Korea Theme Park

프로젝트명 Legoland Korea Theme Park

사업기간 2014.12 ~ 2015.12

발주처 Merlin Entertainments / 범종합건축사사무소

사업영역 Cost Management

Legoland Korea Theme Park는 춘천시 중도에 계획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Legoland Theme Park로서 다

국적 투자자로 구성된 SPC(엘엘개발)가 CM 및 PM 계약을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와 체결하였으며, 범건축은 

레고랜드 운영사인 Merlin Entertainments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Cost Management사를 고용하도록 하여 

T&TK가 Cost Management 업무수행을 진행하였다.

원 발주자인 SPC사는 설계단계별 성과도서에 대한 객관적인 공사비를 산정하고 공사비의 영향요소 분석 및 

후속 설계단계를 위하 발주자의 의사결정을 자문하여 발주자의 공사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Cost Management의 전 Process를 해외 설계사 및 해외 운영사와 원활히 업무 공유함으로써 신속하고 최적

화된 원가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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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Turner & Townsend Korea는 발주자인 범종합건축사사무소 외에 SPC인 엘엘개발, 운영사 Merlin 

Entertainments, 해외설계사 Forrec, 국내 설계사 범건축, 유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업무 협조 및 

Communication을 통해 최적의 원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제공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SD단계 공사비 산정 및 수량산출(Package 1, 2, 3 분할에 따른 보고)

 DD단계 공사비 산정 및 수량산출(Package 1+2, 3 분할에 따른 보고)

 CD단계의 시공사 도급내역서 적정성 검토

 월간 Cost Report를 통한 Cost Issue 사항 분석 보고

 상주 서비스를 통한 즉각적인 원가관리업무 수행

 Weekly conference call, Monthly project meeting, 정기적 Design Workshop 등 참여를 통한 Cost 
Management 업무 공유 및 지원

사업수행 과정동안 T&TK는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내역 구성 및 수량산출 자료를 작성하여 예상

공사비의 편차를 최소화하였고, 정기적인 Cost Review를 통해 국내/해외 이해관계자에 원활한 원가관리 

Process를 공유하였다.

다. 기타 주요 프로젝트 

신한금융그룹 데이터 센터 롯데 김해 워터파크 신축공사 부산 용호만 복합시설

오산물류센터 안철수연구소 사옥 JW Marriott 호텔

샤넬 서영물류센터 LG패션 양주 아울렛 마장복합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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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아이아크(iArc) : 건축설계 전문기업 인수를 통한 ECD 모델을 완성하다.

1. 인수 배경 및 기대효과

한미글로벌은 2000년 후반부터 설계분야 진출에 대해 중장기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검토 중이었으나, 마침 

2013년 5월 건축설계 분야를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되고 2014년 5월 CM과 

감리를 통합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전면 개정 등으로 인한 시장구도 변화와 서비스 차별화, 통합 솔루션 체계 

구축을 위해서 건축설계사업 진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013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를 착수하였다.

건축설계 사업의 지속가능성, 기존 CM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예상되는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설

계사업 참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진입 방법으로는 일단 자체 역량으로 사업 시행, 선진 설계사 제휴나 

M&A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접근과 기존 업체 M&A

를 동시에 검토하였다. 하지만 자체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M&A를 통한 사업진출 방향

을 확정하고 대상 업체 long-list를 선별한 후 사업 Positioning이나 매출, 특화역량 등의 factor로 검토한 결

과 10개사 내외의 short-list를 도출하였다. 

2014년부터 Short-list에 있는 회사 중 2개사를 대상으로 최종 검토를 했다. 기업문화, 발전 가능성, 최신 기

술(BIM 등) 보유 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아이아크로 결정하고 인수협의가 진행되었다. 인수협의 과정

에서 아이아크의 유걸 대표 등 관련자들도 CM사와 설계사간의 협업 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관점

에서 우호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2014년 9월 한미글로벌은 아이아크 지분 중 80%를 인수함으로써 종합 설

계ㆍ엔지니어링 그룹으로서 도약하는 발판을 다지게 된다.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과 아이아크 유걸 대표가 협정서 서명 후 관계자와 기념촬영 / ‘14.09.01]

한미글로벌은 아이아크 인수를 통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첫째, 기존의 핵심역량인 CM능력에 Otak의 엔지니어링 역량, 에코시안의 친환경컨설팅 역량, Turner & 

Townsend Korea의 원가관리 역량뿐 아니라, 아이아크의 건축설계 역량을 보강함으로써 건설관련 솔루션을 통

합적으로 제공하는 TSP(Total Solution Provider) 체계 구축의 발판을 다지는 것이다. 한미글로벌은 아이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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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를 통해 사업 초기단계에서 클라이언트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게 됐으며, 영업단계에서는 설계 

전문화로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글로벌 TOP 10 CM/PM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아이아크의 건축설계 능력과 그동안 세계 47개국에 

진출한 경험을 가진 한미글로벌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2. 주요 연혁 및 디자인 철학

▼ 주요 연혁

1979 유걸건축연구소 설립

1998 유걸 건축가 미국건축사협회(AIA) 밀알학교 명예상 수상

2003 12월 “㈜ 아이아크”로 사명 변경

2004 “이건창호사옥” 인천시 건축상 최고상 수상

2010 “인천 트라이볼” 우수디자인(GD)상 대상 /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아산정책연구원” 미국건축사협회 (Citation Award) 수상 

2011 “배재대학교 하워드 기념관”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수상

2012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제1회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대상 수상

“서울 스퀘어” 한국 리모델링 건축대전 특선 수상

2014 한미글로벌, “아이아크” 인수

2015 제주 “스페이스 닷 키즈” 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 디자인 철학

아이아크는 “내일을 만드는 건축가들”을 Vision으로 하고 있다. 아이아크 건축가들은 건축뿐 아니라 타 분야

와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영역의 확장을 추구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아이아크는 건축의 실

용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이아크는 지성적 실용주의(Intelligent 

Pragmatism)를 표방하고 있으며 아이아크(iarc)의 아이(i)는 Intelligent의 첫 글자이다. 지성적 실용주의는 효

율성만을 내세우는 일원적 실용주의와는 다르며 건축이 지성적인 능력을 갖추며 조직화됨을 의미함과 동시에 

다원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아이아크의 건축가들은 시스템적 디자인 방법론을 채택하며 건축이 놓인 환경

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열린 공간을 통해 열린사회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 iarc platform은 아뜰

리에 사무실에서 구축할 수 없는 디자인 테크놀로지와 사무실 운영(재무/경영/인사)을 제공하며 구성원 모두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건축가, BIM Specialist, Parametric Specialist, Structure Specialist, Visual, 

Design Specialist 등 전문가로서의 Vision을 찾고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아이아크 건축가들의 성장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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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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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LandMark Development(LMD): 선진형 개발사업의 Leading Company를 지향하다.

1. LMD 설립 및 현황

건설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Project Management 기법을 적용하여 고객

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한미글로벌의 설립 이념의 실현과 나아가 부동산 개발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적으로 2003년 1월 27일 랜드마크디벨럽먼트㈜(LandMark Development Co., Ltd. LMD)를 설립하였다. 

LMD의 주주들은 한미글로벌 종업원 조합을 비롯하여 국내 최고의 금융회사인 ㈜국민은행, ㈜연합캐피탈, 한국

채권평가㈜ 등으로 이들은 공동으로 자본금 10억원을 투자하였다.

LMD는 과학적인 기획 프로세스를 적용한 개발기획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등 선진 금융

기법을 활용하여 경제성이 높고 안정된 상품을 개발하고, 설계 및 건설단계에서 최첨단의 건설사업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기법을 도입하여 원가절감, 공기단축, 고품질을 달성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개발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감동을 줄 수 있는 선진형 개발사업의 Leading Company를 지향하였다. 

2. LMD 비전

가. 선진형 개발 사업의 Leading Company 

LandMark Development는 과학적인 기획 프로세스를 적용한 개발기획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등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경제성이 높고 안정된 상품을 개발하고, 설계 및 건설단계에서 최첨

단의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기법을 도입하여 원가절감, 공기단축, 고품질을 달성하여 고객

에게 최상의 개발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감동을 줄 수 있는 선진형 개발사업의 Leading Company를 지향한다.

시기 주 요 내 용

2003년  2월 공동대표 이상호, 김규현 랜드마크디벨럽먼트(주) 설립

2003년  5월 부산 거제간 해상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관리용역 수행 (~2007년 3월)

2003년 12월 송파 한진로즈힐 레이크 주상복합 시행사업 (~2005년 10월)

2005년  4월 공동대표 이상호 사임

2007년  3월 대표이사 김규현 사임,  대표이사 정양곤 취임

2010년 10월 서울대역 마에스트로 분양 (~2012년 4월)

2011년  5월 이대역 마에스트로 시행사업 (~2012년 2월)

2011년  9월 연신내역 마에스트로 분양 (~2013년 6월)

2014년  1월 대표이사 정양곤 사임,  대표이사 김근배 취임

2015년 10월 자본금 110억원으로 증자, 방배 마에스트로 주상복합 시행사업 진행

[LMD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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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roject Management 전문기업

개발기획,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사업관리, 시설관리 및 자산관리 등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효

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Project Management 전문기업으로 발전하고 국내 건설산업분야에 새로운 장을 열

어갈 것이다.

3. LMD 사업추진 방식

가. 개발 Process

LMD는 최신 부동산 트렌드에 적합한 기획과 설계 및 시공단계 CM 방식 도입을 통한 최적의 건축 계획안 

도출, 최신 자금 조달(PF대출, 부동산 Fund, REITs 등) 기법 등의 적용을 통하여 최상의 개발상품을 고객에게 

공급함으로써 고객을 감동시키고 나아가 부동산 개발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나. 사업방식

 LMD는 다양한 사업방식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고객의 Needs를 만족시키는 부동산 개발 전

문기업이다.

사업방식 주 요 업 무 내 용

지주공동개발사업  전문적인 개발사업 능력이 부족한 토지소유주와의 공동개발을 통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대

 자금 및 토지를 소유하였으나 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직접 시행이 불가능한 고객을 위하여 전문가 집단인 LandMark Development 

가 시행을 대행함으로써 개발수익을 극대화

자체개발사업  토지매입, 파이낸싱, 설계, 분양, 시공, 운영 및 관리에 이르는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수행하여 수요자의 Needs를 충족

(ex)송파한진로즈힐레이크, 이대역 마에스트로, 방배 마에스트로 주상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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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MD 강점

사업방식 주 요 업 무 내 용

Joint Venture 사업  복합 PF 사업, 대형 SOC프로젝트 및 종합리조트 등의 개발사업에 전략적 

파트너링을 통해 참여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 및 국민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

 사업기획, 제안서 작성 총괄, 컨소시엄 구성 업무 등을 총괄하여 안정적인 

사업진행 가능하게 유도 (ex)상암동 DMC 랜드마크 빌딩 제안 사업

Project Management  부동산 개발사업의 전 분야에 대하여 컨설팅 및 업무수행이 가능한 부동산 

전문기업임. (ex)서울대역 마에스트로, 연신내역 마에스트로 분양 대행

 한미글로벌과 협업을 통해 시공단계까지 사업관리가 가능함. 

  (ex)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PM

구 분 세 부 내 용

선진 개발사업 

기획기법 적용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 필수적인 과학적 Research 기법 및 정확한 Data 

base의 활용을 통하여 프로젝트 성공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업기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 능력을 갖춤.

 상품개발 및 사업기획에 있어 부문별로 특화된 LandMark Development는 

수요자의 Needs를 이끄는 수요 창출형 개발회사를 지향

선진금융조달 기법 

적용

 LandMark Development는 선진 금융조달기법(PF, Fund, REITs 등)을 적용하여 

사업기간 내에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며, 안정적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한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사업수익을 극대화 

 주주사인 한미글로벌과의 협업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한 LandMark 

Development는 기존 선분양 방식에서 탈피하여 분양률이 극대화되는 후분양 

방식 및 시장상황에 따른 분양 시점의 다변화, 상가 임대운영 후 일괄매각 방식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사이클에 적극 대처로 투자자 수익 극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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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MD 주요 프로젝트

가. 송파 한진로즈힐 레이크

사업형태 자체개발사업

위치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사업기간 2003.12 ~ 2005.10

개발용도 아파트 75세대, 근린생활시설

건축규모 3,971평 / 지하 3층, 지상 15층

매출액 418억 원

창립 첫 해인 2003년에 서울시 송파동에 한진로즈힐레이크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 시작하였는데 당시 일반

적인 시행사와 달리 선진 건설관리기법을 도입하여 2003년 말 어려웠던 부동산시장 상황을 극복하고 3개월 만

에 아파트 100% 분양이라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이후 한진로즈힐레이크는 한미글로벌과의 업무 협업을 통한 

선도적인 건설관리 업무수행으로 2년여의 사업기간을 거쳐 2005년 10월 사용승인허가를 득하였다.

구 분 세 부 내 용

CM을 통한 설계단계 

및 건설단계 최적의 

건설사업관리 가능

(HG와 협업)

 한미글로벌과 협업을 통해 선진 건설사업관리(CM)기법을 적용하여 사업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을 혁신적으로 이룩

 Value Engineering(가치공학)을 통하여 설계의 적합성, 중복성, 복잡성,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비용 등을 검토하고 Design Management(설계관리)를 통하여 

심층적인 설계 기술검토, 설계공정관리를 시행함으로써 기회비용 절감

  

Property 

Management 

기법 적용

 선진국형 시설관리 및 임대관리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시설물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유지보수비용을 최소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임대관리를 통해 임대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자산가치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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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대역 마에스트로

사업형태 자체개발사업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사업기간 2011.05 ~ 2012.02

개발용도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54세대)

건축규모 420평 / 지하 1층, 지상 5층

매출액 80억 원

한미글로벌 자체사업인 서울대역 마에스트로의 분양 대행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근처에 여성 

전용 소형주택 컨셉을 도입한 이대역 마에스트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사업은 총 54세대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혼자 사는 여성들이 가장 걱정하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다양한 수납공간, 차별화 인테리어, 1층 

로비 카페 제공을 통해 오픈 1주 만에 100% 분양이 완료 되었다. 이후 다양한 언론매체에 소개되어 마에스트

로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다. 방배 마에스트로 주상복합

사업형태 자체개발사업

위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사업기간 2015.10 ~ 2018.05(예정)

개발용도 상가, 아파트(119세대), 오피스텔(45세대)

건축규모 3,940평 / 지하 4층, 지상 27층

매출액 813억 원 (예상)

이수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배 마에스트로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상가가 복합된 주상복합으로 아파트의 경우 

강남권내 희소성이 높은 소형아파트로 계획을 하여 실수요자 및 임대사업자 모두 만족이 가능한 소형주거상품

이다. 본 사업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양을 하지만 상가의 경우는 임대 운영을 통한 활성화 이후 일괄 매각

을 하는 방식으로 도심지 내 개발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상가 부분의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새로

운 방식의 사업 진행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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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톤 미래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다06. (Inotone) : 

설립 배경1. 

를 활용한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모색해온 한미글로벌은 년부터 건설 분야의 를 IT 2015 IT Platform Business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사내 를 중심으로 사업모델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 TF

수렴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한 후 년 월 일 수행을 위한 신설 법인인 이노톤을 설립, 2016 6 1 Platform Business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을 런칭하였다. 

이노톤의 건설 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건설산업에서 건설관련 고객과 서비스 제공Platform Business

업체가 온라인 공간에서 직접 연결되는 건설산업 을 구축하여 건설관련 고객과 서비스 제공업체가 상Platform

호 할 수 있는 새로운 건설산업의 판을 만드는 것으로 이노톤 건설 가 제공하는 Win-Win , Platform Business

가치는 건설의 생애주기에 따른 모든 단계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부터 서비스업체 연결 관련 물품 , , 

구매까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건설관련 모든 을 으로 제공하는 Solution one stop O2O(Online to 

건설 이 될 것이다Offline) Total Solution Platform . 

이노톤은 차로 주거 및 인테리어 분야 관련 회사들과 고객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년 내에 구축하기 1 2016

위해 준비 중이며 플랫폼의 명칭은 한미글로벌의 행복경영에 바탕을 두고 고객이 행복을 느끼는 공간 창출을 ,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피엣홈 으로 정하였다‘ (Happy@Home)’ .

사업목적 및 원칙2. 

가 이노톤의 사업 목적. 

이노톤의 궁극적인 사업 목적은 주거 관련 차별화된 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평소 갖고 있는 집Solution

주거 에 대한 꿈을 실현시켜 주는 동반자 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주거문( ) (Total Solution Provider) . , 

화의 공급망인 과 을 개선하고 주거문화 생태계를 개선하여 고객의 행복실현과 Supply Chain Delivery System

우리사회와 인류의 건전한 주거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이노톤의 사업 원칙. 

이노톤은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래의 원칙들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수행 체계나 프로세스를 정립

하고 행동의 기반으로 삼을 것이다, .

� 철저히 고객을 중심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Customer-centric Solution : . 

� 고객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Trust and Reliability : .

� 고객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Technological Competence : .

� 고개가치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주체 파트너 와 협업방식에 대해서 열린 마Open System : ( )

음으로 접근한다.

� 국내에서 시작해서 해외로 나아가는 글로벌 회사가 된다Global Company : .

� 위의 모든 행동은 결국 고객 파트너 우리회사 구성원의 행복을 지향한다Happines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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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톤 사업 모델3. 

가 서비스. Platform 

서비스는 집 꾸미기 및 인테리어 리모델링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안심하고 해결할 수 Platform , 

있도록 디자인 커뮤니티 구매 공사 및 관리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될 계획이다 즉 홈 , , , . , B2C 

퍼니싱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이 되는 것이다Total Solution Platform . 

나 공사 안심서비스. 

온라인 을 통해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는 고객에게 한미글로벌의 건설사업관리 역량을 활용Platform

하여  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안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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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전략4. Business 

이노톤이 지향하는 는 중 장기적으로는 주거공간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신축 유지관리Platform Business · , , 

운영 수선 재건축 등으로 확대하여 주 생활 관련 국내 최대 을 구축하여 유관산업 및 글로벌 시, , “ ( ) ” Platform住
장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특화된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브랜드 파워를 확보한 후 이른 시간 안에 중국시장. , 

에서 건자재 및 홈퍼니싱 제품 유통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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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배경01.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기술 및 지식의 빠른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한미글로벌의 미래 성장과 발전은 , 2020

년까지 남은 몇 년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일 , 

것인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수립한 전략의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경우 한미글로벌은 글로벌화된 일류 기업으로 도

약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건설업계를 선도하며 새로운 건설문화의 창달을 주도해 나가는 회사로 성장하게 될 것

이며 세계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진출 기반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CM .

한미글로벌이 년에 선포했던 년 비전은 에 의한 였는데 여2005 2010 ‘Excellent People Excellent Company’’ , 

기서 은 열정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고객가치 창출에 헌신적이고 정직과 실천을 통하여 소기‘Excellent People’ , 

의 성과를 창출하는 프로페셔널을 말하며 는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함에 있어서 혁신, ‘Excellent Company’

적이고 고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를 의미한다Total Solution Provider .

년에는 비전 를 새로 선포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비전인 에 의한 2010 ‘ 2015’ , ‘Excellent People Excellent 

를 계승하는 동시에 년까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성장 목표로 을 제시한 Company’ 2015 ‘Global CM Top 10’

것이었다 년까지 세계 대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부문의 매출만 천억원을 달성해야 하는 것으. 2015 10 CM CM 5

로 전망 되었으므로 년에 달성해야 할 전사 재무목표는 연간 수주 조원 매출 천억원으로 설정되었다2015 1 , 8 . 

이의 달성을 위한 전략 방향으로는 토털 솔루션 구현을 위한 사업혁신과 글로벌 사업기반 구축을 통한 사업구

조 혁신 차별적 고객가치 창출 및 서비스 품질혁신을 통한 핵심사업 강화 지식정보 인프라 강화 등 경영시스, , 

템과 우수한 인력양성을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02. Vision 2020

년에는 기존의 비전 를 계승함과 동시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새롭게 비전 을 선포하2014 ‘ 2015’ ‘ 2020’

였는데 비전 부터 이어온 에 의한 를 계승하는 한편 년까지 , 2010 ‘Excellent People Excellent Company’ , 2020

달성해야 할 주된 목표로 탁월한 솔루션으로 건설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 을 제시하였다 탁월한 솔루‘ ’ . ‘

션 은 건설산업에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자부하는 한미글로벌이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

로 품질 공사비 공기뿐 아니라 안전까지 자신 있게 책임지는 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글로벌 , , , , ‘

기업 은 미래에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 창조적인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여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회’

사를 말한다.

 

[ Vision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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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로 비전 에서 제시한 외에 매출 조원 달성2015 ‘Global CM Top 10’ ‘ 1 ’

과 구성원 중심의 행복한 회사를 만든다 는 추가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비전을 모습을 보다 구체화하였다고 ‘ ’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 ‘Global Business’, ‘ECD’*, 

의 대 성장축과 이와 연계하여 글로벌 사업운영 체계 고도화 사업모델 활성화‘M&A’ 3 ‘ ’, ‘ECD ’, ‘Total Solution 

제공역량 확보 의 대 전략을 설정하는 한편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글로벌 리스크 관리체’ 3 ‘

계 정착 과 행복경영 실현 을 제시하였다’ ‘ ’ .

*ECD : Engineering, Construction & Development

비전 을 달성하기 위한 대 전략 방향 및 세부전략과제 설정 [ 2020 3 ]

글로벌 사업 
운영 체계 고도화

글로벌 마케팅 강화
� 및 설정Target Market Product 
� 글로벌 사업거점 확대
� 글로벌 사업개발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인재 확보와 양성
� 글로벌 인력 채용 및 배치제도 개선
� 글로벌 인력 양성 체계 구축

글로벌 운영 인프라 혁신
� 구성원 해외사업 수행 능력 강화
� 글로벌 인력 문화 통합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 글로벌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

사업 ECD 
모델 활성화

핵심 서비스 차별화

� 시스템 프로세스 개선CM /
� 기술 역량 강화CM 
� 고도화를 통한 지식 자산화KM
� 단장 구성원 역량 향상/ 

전략 사업 수행 역량 강화
� 책임형 수행 체계 개선CM 
� 개발사업 수행 역량 강화
� 친환경 사업모델 혁신

신사업 신시장 개척/
� 설계 역량 확보In-house 
� 글로벌 공공 대비 토목 역량 확보/ EC 
�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

Total Solution 
제공역량 확보

개발Total Service Package 
� 사업 확대Downstream 
� 통합서비스 패키지 개발

융 복합 역량 강화·
� 신기술 요소 활용 융합 서비스 개발
� 내외부 네트워크 협업체계 구축
� 시스템 통합 역량 확보

연관기업 지속추진M&A 
� 필요분야 및 요구수준 설정(Requirement) 
� 추진 로드맵 설정
� 대상 업체 선정 및 타당성검토

글로벌 사업운영 체계 고도화1. 

국내와 해외시장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글로벌 경영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미글로벌의 미래에서 해외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회사는 지속적인 해외시장의 개척을 통해 사업거점을 다변화한다. 

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년까지 관계사를 제외한 우리회사 매출의 이상을 해외에서 달성하고, 2020 30% , CM 

매출을 기준으로는 이상을 해외에서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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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해외시장에서 축적한 역량을 기반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서비스의 역CM 

진출 전략은 한미글로벌의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건설 선진국에서 세계 유수의 업. 

체들과 경쟁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이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하여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한미, 

글로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사라는 점을 가장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년 하와이 호놀룰루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의 을 수주하면서 실체화되기 시작한 이 전략은 한미글로벌2004 CM

이 년 들어 일본 센다이 및 삿포로 영사관 등 재외공관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추진하면서 구체화되었2006

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되어 년에는 일본에 현지 법인인 을 설립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확대. 2015 Otak Japan

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제네콘 종합건설사 이라고 불리는 대형 건설사가 . (Gene-Con : General Contractor, )

주도하고 있는 일본 건설시장의 구도를 고려하여 은 뿐만 아니라 기술 소싱 글로벌 소싱 등으Otak Japan CM , 

로 서비스 영역을 다변화할 계획이며 현지 고객뿐 아니라 일본 진출 외국계 기업 한국진출 일본 기업, , , JICA 

등 해외 사업 등 다양한 고객 저변을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시켜 나갈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ODA .

이 외에도 동남아 지역의 다양한 국가에서 글로벌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데 한미글로벌이 명실상부한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 내부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회사의 모든 업무 수행방식과 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할 것이며, 

지역 국가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 , 

있는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또한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사업모델 활성화2. ECD 

사업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일은 한미글로벌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필수 , 

불가결한 조건일 뿐 아니라 업계 선두주자가 이행하여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한미글로벌은 창립 이후부터 끊. 

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고 이를 선점해왔으며 우리의 비전 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다각화 전략은 , 2020

사업모델의 활성화로 대별된다ECD . 

한미글로벌만의 고유한 사업모델을 지칭하는 라는 용어는 한미글로벌의 업의 정의인 건설가치 창출 로부ECD ‘ ’

터 도출된 개념이다 우리가 정의하는 건설에 있어서 가치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가치뿐 아니라 건설 자산의 . 

창조 운영 관리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이다 즉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과정에서의 가치창출을 추구, , . , 

하며 이를 위해서 한미글로벌은 기존의 프로젝트 수행 단계의 관리 서비스뿐 아니라 건설 자산의 (delivery) , 

개발과 임대 운영 단계로까지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요약한 것이 사업모델이ECD 

라고 할 수 있다.

사업모델 활성화의 가장 첫 단추는 핵심서비스인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ECD CM 

이다 창립 이후 한미글로벌은 산업의 독보적 리더로서 시장을 이끌어왔지만 점점 많은 경쟁사들이 시장. CM , 

에 참여하고 저가 경쟁을 펼침에 따라 과거 한미글로벌이 누렸던 시장에서의 프리미엄은 점차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업 환경에서 우리회사는 무분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경쟁사들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의 전반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프로젝. 

트 투입 인원의 리더십과 기술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본사의 기술지원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한

편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지식 자산화를 강화함으로써 전사적인 서비스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지속할 , KM 

것이다 이와 함께 항상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때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고객 감동에 이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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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서비스를 차별화할 것이다 또한 업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다양한 계약방식을 개발 적용. , , 

하여 계약단가를 차별화하고 대형 장기계속공사 수주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회사의 수익성을 극대화시켜 나, 

갈 것이다. 

사업모델의 완성을 위해서는 기존 핵심 서비스의 차별화와 더불어 전략사업의 수행역량의 강화가 요구된ECD

다 책임형 사업은 그간의 부침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사업의 속성에 맞는 별도의 사업수행 체계를 . CM 

갖추고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선진 건설기업인 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 DPR

계를 통해 및 책임형 사업에서 상호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한국을 넘어 해외 Preconstruction CM , 

건설시장에서도 맞춤형 사업 수행을 진행하여 세계적인 책임형 기업으로의 도약을 이루어낼 것이다CM .

사업모델은 프로젝트의 개발 수행 운영 유지관리의 순환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사업환경변화에 민감한 ECD , , /

수주기반 사업모델의 취약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지속적 사업의 연결고리 확보를 통해 개발사업의 리스크를 저

감할 수 있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또한 각 사업분야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개별 사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 

일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의 개발사업은 분양 위주의 단절된 . 

사업진행 방식에서 운영 임대 및 유지관리 등 건설 이후의 사업 분야를 강화하고 건설 금융과의 접목을 통한 / , 

지속 가능한 순환적 개발 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제공역량3. Total Solution 

한미글로벌은 현재의 제한된 분야 내에서의 서비스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 을 제공할 CM Total solution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갈 예정이다 여기서의 은 과 그리고 . Total Solution Project lifecycle Service, Product 

관점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먼저 관점에서의 은 현재의 설계 시portfolio Project lifecycle Total Solution , 

공단계에서 확대하여 기획단계 및 유지관리 단계까지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Service 

관점에서의 은 엔지니어링 위주의 서비스에서 책임형 개발사업 등을 통한 통합 서비Total solution CM, ECD 

스를 말하며 마지막으로 관점에서는 건축 위주의 를 인프라 및 에너지 플랜트 등의 분야로 , Product product /

확장하여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 한미글로벌은 과 에 의한 성장전략을 병행Total solution organic inorganic

하여 전개해 왔다 먼저 기존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책임형 사업을 전개하여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 CM CM 

함께 개발사업 분야의 진출을 통해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다 아울러 자체적인 역량을 ECD . , 

활용하여 친환경 사업에 진출하는 인증컨설팅 및 에너지 솔루션 분야를 선도하는 한편 중소규모 건축 분야 서, 

비스인 집 사업 또한 내부역량을 활용하여 전개해 왔다e .

이러한 기반의 성장 전략으로 확보가 곤란한 사업분야의 진출을 위해 한미글로벌은 를 통한 organic M&A

성장 전략 또한 적극적으로 채용해 왔다 미국의 도시설계 및 엔지니어링 회사인 의 인수를 통inorganic . Otak

해 미국과 지역의 사업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MENA , 

수 있었으며 국내 최고의 친환경 컨설팅 회사인 에코시안의 인수를 통해 친환경 컨설팅으로 서비스 포트폴리, 

오를 다양화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건축설계회사인 아이아크 인수를 통해 설계분야의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제공 체계를 cost Turner & Townsend Total solution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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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한미글로벌은 사업 스펙트럼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업역의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M&A 

및 전략적 제휴를 지속하는 한편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현지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강화시켜 , 

나갈 것이다. 

달성을 위한 전략 체계03. Vision 2020 

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 전략 체계도 다 이 Vision 2020 (Strategy Map) . 

맵을 통해 회사가 추구하는 전략을 모든 구성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전략간의 상호 연계성을 빠르게 파악, 

할 수 있다 글로벌 리스크 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행복경영 실현을 통한 조직문화 강화는 발전. 

과 혁신의 기반이자 원동력이다 이 기반위에서 한미글로벌은 대 전략을 통한 경쟁우위를 갖추게 될 것이며. 3 , 

매출과 이익의 향상에 따라 기업가치를 높이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미글로벌의 

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Vision 2020’ .

비전 을 달성을 위한 전략 체계도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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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을 넘어 년 기업으로2 . 2030 100

한미글로벌의 목표는 담대하다 을 넘어 세계 수준의 회사 그에 더해 건설 전반을 . ‘TOP 10 TOP 5 PM/CM ’ ‘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와 기술을 갖춘 글로벌 회사 가 년 한미글로벌이 꿈꾸는 기업이다’ 2030 . 

이를 위해 한미는 창립 주년을 맞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현20 . , 

재 각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현실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 BIM(Building 

프린팅 로봇 산업 등을 건설분야와 접목시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간다는 구Information Modeling), 3D , 

상이다 년 출범시킨 플랫폼 비즈니스도 대형 비즈니스로 키울 것이다 리츠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금. 2016 . , (PF) 

융부문에 대한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명실 공히 건설의 로서 확실한 자. Total Solution Provider

리 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체 역량으로 부족한 분야는 인수합병 를 통해 키워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를 통해  (M&A) . M&A

여개 해외 자회사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필요한 시스템을 완비하고 전세계 어디에서든 20 . 

어떤 가치사슬에서든 서비스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와 기술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원대한 그림이다.

한미는 글로벌 사업 비전 못지않게 구성원이 행복한 회사라는 창업이념을 위해서도 계속 매진할 계획이다 . 

세계 각국에서 탁월한 인재들이 한미에 입사하기 위해 줄을 서는 그런 회사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목표다 구성. 

원들의 엘리시온 을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직장과 단체 그리고 사회에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기업을 만‘ ’ , , 

들겠다는 것이다. 

비전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최고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다 2030 . CSR(Corporate Social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넘어 기업 공유가치창출 리더로 우뚝서Responsibility, ) CSV(Creating Shared Value, ) 

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탈북자 청년 실업자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창. , , 

출하고 지역적으로도 한국을 넘어 글로벌 활동을 벌여나가겠다는 것이다, .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정책연구소를 구축한다는 것이 의 목표이다 건설산업 관련 글로벌  2030 . 

동향 미래 전망 각종 제도 정책 인재 양성 등의 연구를 담당하고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세계 최, , , , 

고 수준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R&D . 

그럼 한미글로벌이 을 넘어 년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2030 100 ?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경영의 구루라 불리우는 짐 콜린스 는 그의 저서 성공하는 (Jim C. Collins) ‘

기업들의 가지 습관 불멸의 성공기업을 찾아서 원제 8 - ( : Built to Last - Successful Habits of Visionary 

에서 일관성있게 시대를 초월하며 성장하는 비전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적 특징들Companies)’

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내고 있다. 

시간을 알려주지 말고 시계를 만들어 주어라1. 

이윤 추구를 넘어서 핵심 이념에 집중하라2. 

핵심을 보존하고 발전을 자극하라 3. 

크고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를 가져라 4. 

사교 같은 기업문화 만들어라5. ( )敎
많은 것을 시도해서 잘 되는 것에 집중하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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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성장한 경영진 7. 

끊임없는 개선추구 8. 

반면 그의 또 다른 저서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원제 에서는 강하고 위‘ ( : How the Might Fall)’

대한 기업들이 왜 몰락하는지 몰락을 미리 감지하고 피할 방법은 없는 지에 대해 년에 걸쳐 연구를 거듭했, 5

다 무려 연구팀과 년에 해당하는 기업 역사를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는 단 하나였다 성공도 실패도 모. 6000 , . . , 

두 기업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회복도 기업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기업은 몰락의 징조를 . 

어떻게 감지하고 미리 발견해 최악의 사태를 막을 것인가 짐 콜린스는 몰락의 단계 를 알라고 조언한다. ‘ 5 ’ .

몰락 단계 성공이 가져다주는 자만심에 도취한다1 : . 

몰락 단계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낸다2 : .

몰락 단계 위험과 위기가능성을 부정한다3 : .

몰락 단계 구원을 찾아 헤맨다4 : .

몰락 단계 생명이 끝난다5 : .  

시대를 초월하며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 위대한 기업이라고 칭송받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파산할 수도 

있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시대다 이런 점에서 짐 콜린스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 고 강조한다 전술을 바꿀지라. “ ” . 

도 핵심 목표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되며 스스로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원칙을 버려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앞으로 나가기는 더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한미글로벌이 년 동안 지켜왔던 가치 건. 20

설 선진화 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회사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 를 버리고 눈 앞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갈 , ,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길은 년 창업 당시 선진화 되지 못한 건설산업으로 인해 많은 불행을 초래한 사고를 . 1996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을 지난 년 동안 지켜 오면서 성장해온 한미글로벌이 가야하는 , 20

길은 아니다.

한미글로벌이 가고자하는 년 기업의 목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바램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글로100

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나아가려는 방향이다 이런 방향이 옮음을 지난 년을 통해 증명했다 짐 콜린. 20 . 

스가 이야기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기업들이 가지는 핵심적의 특징을 한미글로벌은 가지고 있으며 몰락의 단‘ 5

계 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핵심 가치와 목표 그리고 스스로 미래’ . 

를 창조해나가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한 한미글로벌의 년 기업을 향한 도전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질 100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