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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60년발자취

1950년대

●●한강대교

사람과 우마차가 다니는 길이라 해서 인도교라 이름

붙여진 한강대교가 건설된 것은 한강철교 개설 17년

후인 1917년 10월 7일로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어

1958년 복구되었다.

●●종암아파트

광복이후우리건설인들의손에의해가장처음지어진

아파트는 1958년서울성북구종암동에중앙산업이세운

종암아파트로, 한 가구당 크기는 17.3평(공용 면적 포함)

이었고 4층짜리건물 4동에모두 152가구가지어졌다.

1960년대

●●양화대교 개통식

제2한강교(양화대교) 개통식(1965.1)

●●섬진강댐

우리나라 다목적댐의 효시인 섬진강댐은 1961년에 착

공하여 1965년에 준공되었다. 콘크리트 중력식으로 완

공 당시의 댐 규모는 높이 64m, 제방 길이 344.2m

건단련은 근대적 건설이 태동한 이래 올해로 건설 60년을 맞은 건설업계가 지난 6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역동적인 미래의 건설산업을 위해 지난 60년 동안 역사적 의미를 지닌 건축물 및 건설

사업을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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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경부고속도로(준공식)

고속국도 제1호선으로 총연장 428km, 노폭 22.4km.

1968년 2월 1일 착공하여 1970년 7월 7일 준공되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포니종합자동차공장 건설(1974~1975.12) 현장

●●미국알래스카허리케인교량(미국맥킨리고원지대)

1969년 12월에 착공하여 1971년 10월에 준공하였다.

다리의 규모는 길이 171m, 폭 9.7m였으며, 공사 금

액은 121만 7,000달러였다. 현대건설 시공

●●사우디공사현장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시 건설 공사 현장을 찾은 최종

환 건협회장과 김종필 국무총리(1975.4)

1980년대

●●2호선 강북구간 기공식

2호선 건설 연장은 총 48.828km로 1984년 5월 전

구간 완전 개통되었다. 총 8,771억원의 공사비와 연

인원 4910만 4,000여 명의 인력, 장비 66만대가 투

입되었다.

●●서산 간척

-1978년 11월부터 시작한 서산 간척 사업은 서산 앞

바다의 조석간만 차가 워낙 커 스웨덴산 폐유조를 사

용하여 물막이를 하였는데 일명‘정주영 공법’으로

유명하다. B지구 방조제 1,228m는 1982년 10월에

완공하였고 A지구 방조제 6,476m는 1984년에 완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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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바질 마바르

연장 160km의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1982년 삼환기

업이 착공하여 1986년에 완공하였다.

●●건설인의날

1980년 5월 1일, 경주 보문단지에서 개최된 제1회 건

설인의 날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와 재시공이라는 아픈 상처를 지닌 다리로 지금

의 모습은 1997년 8월 새로 만든 것이며, 확장 및 남

북단 IC 신설 공사가 2004년 8월에 완료

●●분당신도시

1989년 4월 27일 정부는 폭등하는 주택 가격을 안정

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근교에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

●●서울 남산외인 아파트

남산외인아파트 폭파 현장(19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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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새만금 간척

1991년 착공했던 새만금방조제 건설 공사의 마지막

물막이공사는 2006년 4월에 이르러서야 완료되었다.

●●부산신항

1995년에 착공하여 201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산신항 건설사업에는 정부재정 4조 1,739억원, 민

간자본 4조 9,803억원을 투입하여 컨테이너 부두

30선석, 도로 61.7km, 철도 38.8km, 방파제

1.49km, 투기장 호안 20.8km, 항로준설 7,200만㎥

등을 건설하게 된다.

●●인천송도지구

인천자유무역지대 송도지구 개발

●●남북철도 연결

남북철도 연결 구간 열차 시험 운행(2007.5.17)

●●태국 Debottlenecking 2단계 프로젝트

2002년 착공하여 2004년 3월 완공. SK건설(주)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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