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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쳤던 선배님들과
임직원 여러분께 이 책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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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E E&C History

기념사

롯데건설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간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담은
<롯데건설 60년사>는 지난 6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롯데건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0년 역사, 한 세기를 넘기 위한 원동력으로
롯데건설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군으로서 산업 근대화를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사에 한 획을 긋는 삽교천 방조제 공사를 시작으로 롯데월드와
우리나라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공사 실적을 쌓아 올렸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세계 속의 롯데를 알리는 매개체가 되어 왔습니다.
롯데건설인의 땀과 눈물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롯데건설은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는 롯데의 미션에 충실한 역사를 이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롯데건설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Lifetime Value Creator」로서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는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롯데건설 60년사>는 롯데건설의 소중한 경영자산으로서 한 세기를 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롯데건설의 의지와 뜻을 이어온 롯데건설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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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대표이사 사장 하 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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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E E&C History

발간사

강물은 저마다 흘러 큰 바다를 이룹니다. 이렇듯 우리 롯데건설은 그간 토목과 건축을 시작으로
업역을 확대해 플랜트, 주택, 해외 등의 사업에서 괄목한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롯데건설인의 땀과 정성이 일궈낸 눈부신 성과였습니다.
각 사업의 미래를 향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롯데건설인의 거침없는 도전과 열정의 발자취를 한데 모은 것이 <롯데건설 60년사>입니다.

저마다 흐른 강물이 바다를 이루듯
이제 롯데건설의 위대한 새 역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우리 임직원 모두는
롯데건설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향한 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전통적 관행과 성공을 철저하게 반추해보고
전면적인 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혁신은 롯데건설이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간 보여준 열정과 저력은
‘Lifetime Value Creator’라는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롯데건설이 100년, 200년 이상의 영속기업으로 가는 길목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라는
사회적 공감을 통해 더 높은 경영목표를 실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명예회장님과 회장님, 그리고 롯데건설 60년을 함께 일궈온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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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짓는 큰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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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 100년 향한 롯데건설의 첫걸음
2. ‘건설한국’을 세우는 밑돌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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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의 새 역사 쌓는 땀과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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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롯데, 건설의 새 지평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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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의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다
3. 사업구조와 활동무대를 다양화하다
4. 고부가가치 미래사업의 새 지평을 찾아서
5. 월드 마크, 롯데월드타워를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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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창립한 롯데건설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의 소중한 꿈을 실현한다는 신념으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며,
원칙과 기본, 상생과 나눔경영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열정을 기록합니다.

Ⅰ. LOTTE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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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60년,
희망을 펼쳐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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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진출

롯데월드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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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평화건업 인수

1978. 9.

1970. 7.

평화건업(주) 법인 전환

1959. 2.

1959

경부고속도로 준공

롯데건설 60년의 여정은 도전과 선택의 연속이었다.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롯데건설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숱한 시련에 직면한 롯데건설인들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렸을까?

2019.

2017. 4.

사업본부제 시행

2005. 1.

1999. 3.

롯데캐슬 브랜드 런칭

2019

인도네시아 LINE 프로젝트 추진

롯데월드타워 오픈

사람들은 흔히 ‘롯데건설’ 하면 롯데캐슬을 떠올리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한국 건설의 활로를 찾는 역군으로서, 또 국내 초고층의 선두주자로서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60년 역사를 마무리한 롯데건설은 희망찬 미래 건설을 위해 다시 장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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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후 부흥기의 건설 현장
2. 서울지하철 1호선 착공식
3. 흥인동 평화건업 본사
4. 해외건설주식회사 창립총회
5. 경부고속도로 공사 현장

3

1

1959 - 197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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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의 어둠이 걷힌 뒤
롯데건설의 전신인 ‘평화건업사’가 창업을 향한 첫 발을 뗐다.
(주)평화건업사로 법인 전환한 뒤
전후 경제복구기와 경제개발 시기를 거치는 동안

세상을 짓는 큰 울림

산업의 역군으로 나서 경부고속도로, 삽교천 방조제 등
굵직한 대형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후에도 토목과 건축뿐 아니라 포장, 기계 등
전 분야에서 수주가 이뤄져 대형 건설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61-B 도로공사 수주를 계기로
해외시장 진출에도 앞장섰으나 현지사정과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좌초의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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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 1998

우진건설을 인수, 건설업계에 본격 진출한 롯데는

롯데건설의 새 역사 쌓는 땀과 열정

신격호 명예회장이 용단을 내려 롯데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해외건설 수출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 평화건업마저 인수했다.
평화건업이 해외공사 손실로 어려움을 겪자

이후 롯데평화건업에 이어 롯데건설(주)로 사명을 바꾸는 등
기업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가운데 그룹 내 자체공사 및
국내의 토목·건축공사에 주력했다.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공사를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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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순 사장의 사우디아라비아 ADAM 현장 방문
2. 얀부 지역단지 조성공사 현장의 임승남 중동본부장
3. 활성화된 청년임원회의
4. 롯데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교육 광경
5. 현장사무소 아침 회의
6. 영등포 민자역사 준공식에서의 신격호 명예회장
7. 롯데월드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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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경영 내실화를 기하는 가운데 롯데월드, 호텔롯데 등

7

기념비적인 사업을 수행했다. 많은 토목·건축사업을 수주,
활기차게 수행하는 동시에 거침없이 업역을 확대해 나갔다.
또 해외건설 시장에 재진출하기로 하고
일본건설시장을 공략해 교두보로 삼았다.
IMF 한파가 몰아치는 속에서도 공격경영을 펼치며
롯데건설은 희망찬 미래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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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용인간고속도로   
2. 김포스카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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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수EC
4. 롯데캐슬의 독수리 문양 심벌
5. 일본 츄부국제공항
6. 롯데캐슬 84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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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2008
‘롯데캐슬’ 성공과 사업 확대
‘롯데캐슬’ 브랜드 도입은 롯데건설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2

4

계기가 됐다. 그 출발점은 ‘롯데캐슬 84’였다.
‘롯데캐슬 84’의 성공은 롯데건설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새 강자가 되는 계기가 됐다. 이후 ‘롯데캐슬’은 브랜드
춘추전국시대의 붐을 주도했다. ‘롯데캐슬’과 더불어 새 브랜드
‘롯데낙천대’를 개발, 2개 브랜드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듀얼 브랜드 관리를 하자는 취지였다.
고급형 아파트에는 ‘롯데캐슬’을 붙였고, 전원형 아파트에는
‘롯데낙천대’를 사용했다. 기술연구소를 기반으로 하는
시공능력 및 품질관리의 우수성은 주택사업에서
큰 성과를 얻는 밑거름이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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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는 사업본부제 도입과 아울러 플랜트·해외 사업 등
신성장사업이 선전을 거듭해 수주 10조 원을 돌파하는 신기원을 이룩했다.
롯데가 러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결정하자 첨병으로서
롯데건설이 나섰고 일본건설시장에서는 국내 진출업체 중 두각을 나타냈다.
토목·건축사업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실적을 거두며
새 시장 개척에 나섰다. 플랜트사업도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서의 국내외 진출을 꾀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롯데건설은 경영상 난관에 봉착했으나
임직원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했다.

2

4

5

1. 고성능 콘크리트 개발
2. 초창기 기술연구소의 연구활동
3. 롯데건설 대표 봉사모임 ‘한샘회’
4. 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수상
5. 파트너사를 위한 상생경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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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 2019

롯데건설은 Vision 2015 선포 이후 기업문화 재정립과 비상경영체제 고도화 등으로
재도약의 발판 마련에 힘썼다. 또 지속가능경영에 걸맞은 기술개발과 고객 욕구 충족,
상생과 나눔 실천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했다.

재도약의 발판 마련…
세계로 미래로, 새 도전의 시작

20

국내에서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는 동시에 해외에서는 롯데의 ‘Vision 2018’ 에 맞춰
계열사와의 동반 진출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베트남 ‘롯데센터 하노이’ 프로젝트 등을
비롯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기념비적인 공사를 수행했다.

1. 우수파트너사 시상식 및 공정거래 협약식
2 롯데캐슬 더퍼스트
3.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4. 여수 롯데케미칼 P2
5.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6. 신사업추진 워크숍
7. 베트남 롯데센터 하노이

3

4

5

6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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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토목·건축사업에서 꾸준히 업역 확대를 꾀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플랜트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초고층에 대한 기술력과 집념으로 대한민국 랜드마크를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를 잠실벌에 세웠다.

2

1. 2019 신입사원
2. 롯데월드타워 개관식
3. 2019년 신동빈 회장 방문
4. 롯데월드타워 전경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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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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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Dimension
차이가 아닌, 차원을 넘어선 기술과 열정LOTTE WORLD TOWER

“롯데월드타워는 롯데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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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E E&C History

Beyond the Height Beyond the Weight Beyond the Wall Beyond the Wind Beyond the Time
555m | 1.6배 | 100m | 12m | 15m

750,000t | 5,300대 | 80,000t | 2.5배

20,000개 | 40,000장 | 2줄

11.7m | 20t | 50,000t | 7개

30년 | 4년 9개월 | 5년 9개월 |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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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Height
555m | 1.6배 | 100m | 12m | 15m
구름마저 내려다 보이는 555미터하늘과 맞닿은 곳에서 사투가 시작된다.
바람은 지상보다 1.6배 더 거세다.
기온은 100미터 오를 때마다 급격히 떨어진다.
초속 12미터 바람만 불어도 타워크레인이 멈춘다.
초속 15미터가 되면 작업용 승강기도 멈춘다.
추위, 공포, 현기증우리는 한계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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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Weight
750,000t | 5,300대 | 80,000t | 2.5배
롯데월드타워의 무게는 서울시 인구 전체 몸무게와 유사한 규모다.
무려 75만 톤에 달한다.
막대한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72m×72m×6.5m의 기초를 다졌다.
5,300여 대의 레미콘 차량이 32시간 연속 8만 톤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세계 최고층 부르즈할리파보다 2.5배 많은 양이다.
불가능한 기록우리는 새 지평을 열었다.
27

Beyond the Wall
20,000개 | 40,000장 | 2줄
롯데월드타워의 외벽은 커튼월이다.
그 수는 2만여 개이고, 유리창은 4만여 장에 달한다.
2줄의 노치 구간은 매일 밤마다
아름다운 빛으로 서울을 장식한다.
커튼월은 하나하나 사람의 손으로 설치해야 한다.
555미터의 초고층에 매달려 작업이 이루어졌다.
곡면으로 이루어진 구간이 많아 난항을 겪기도 했다.
표준화된 유닛으로 시공할 수 없어
각 유닛별로 한 장 한 장 제작했고,
고유번호를 부착하여 제자리에 설치했다.
곡률이 다른 경사 부위에서는 정확한 좌표가 필요했다.
측량팀까지 동원되어 각층마다 위성 좌표를 받아
시공이 이루어졌다.

LOTTE E&C History

Beyond the Wind
11.7m | 20t | 50,000t | 7개

초고층 건축물은 바람과 맞서야 한다. 특히 횡하중을 많이 받는다.
롯데월드타워는 이를 지탱하기 위해 아웃리거, 벨트트러스,
다이아그리드와 같은 특수 강구조재를 대거 적용했다.
상층부의 대각가새 구조물인 다이아그리드는
대형 강재를 시옷자 모양으로 만들어 조립했다.
그 부재 하나의 높이만 11.7미터, 무게는 20톤 가까이 된다.
여기에 사용된 강관은 6센티미터의 두꺼운 강재를 둥글게 마는
고도의 기술이 동원되었다.
롯데월드타워에 투입된 철골 규모는 5만 톤에 달한다.
에펠탑을 7개나 지을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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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Time
30년 | 4년 9개월 | 5년 9개월 | 2017년
1987년 신격호 명예회장은 초고층 타워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2010년 3월 2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MAT 기초부터 골조 완료까지 4년 9개월,
사용 승인까지 5년 9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마침내 2017년 4월, 롯데월드타워는 공식 오픈했다.
첫 구상 이후 30년만의 일이었다.

30

LOTTE E&C History

31

LOTTE E&C 60th Anniversary Edition

1987-2010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돌고래 쇼 등이 가능한 공간이면서, 컨벤션홀과 스포츠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 수족관도 관람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오감충족의 테마파크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 1989년 신격호 명예회장

1987년

부지 매입

1988년 11월 18일

1차 사업계획 심의요청

1998년 05월 10일

건축허가

1998년 06월 01일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착공식

2006년 04월

초고층빌딩 건립 허용

━
1980년대 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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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1988년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10만 5,510㎡의 국내 최대 옥내 종합해양시설 씨 월드와
667개 객실, 초대형 국제회의장으로 이루어진 호텔,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다목적 문화관광 홀, 식물원,
업무시설 등이 구상되어 있었다.

LOTTE E&C History

━
1995년 8월 23일
미국 RTKL로부터 초고층 디자인 제안을
받고 있는 신격호 명예회장.
건축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초고층 타워
설계 작업은 계속 이루어졌다. 세계 유수의
설계회사들이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직접 초고층 타워 디자인을 제안했다.
그러나 사업계획 신청은 계속 반려되었다.

━
1998년 6월 1일 제2롯데월드 착공식
1998년 6월 첫날, 롯데건설과 롯데물산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행사가 있었다.
착공 이후 12년이 지난 뒤에야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롯데의 꿈은
작은 불씨처럼 잔잔한 빛을 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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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2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초고층 건립 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고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향후 국내외 초고층 건립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시행 전략을 세울 것입니다.”

2010년 12월 09일

지반보강파일공사 시작

2011년 06월 04일

MAT 기초타설

2011년 07월 05일

골조공사 시작

- 고(故) 박창규 CEO, 창립 50주년 기념사 중에서

* 코어월 공사 2011. 07. 05 ~ 2016. 02. 18
* 철골 공사

2012. 06. 11 ~ 2016. 03. 17

LOTTE E&C History

━
2010년 12월 9일 지반보강공사

━
2010년 6월 4일 MAT 기초타설

━
2012년 타워크레인 설치

롯데는 최종 지질조사를 마친 뒤 지반 보강 공사를
시작했다. 지하 38미터 아래에 있는 암반층에
직경 1미터, 길이 30미터의 파일을 108개나 박아
지반을 보강했다.

5,200여 대의 레미콘이 동원된 MAT 기초타설은
이틀 동안 쉼없이 진행되었다. 롯데건설이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고강도 콘크리트가
사용되었다.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된
이 공사는 32시간 연속 타설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지하에서 시작된 공사가 순항하면서
2012년 마침내 지상으로 건물이 솟아올랐다.
2012년 2월에는 타워크레인 1호기와
2호기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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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4
“롯데월드타워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2중 3중의 검증을 거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건물입니다. 세계적인 초고층 관련 회사의
기술을 적용하고 검증받았습니다.”
- 석희철 전 부사장, 2014년 5월 기자간담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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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15일

커튼월 공사 시작

2013년 09월 23일

인테리어 공사 시작

2014년 04월 30일

국내 최고 높이 기록 경신

2014년 10월 30일

롯데월드몰 개관

LOTTE E&C History

━
2013년 6월
이 무렵에 메가칼럼의 공법 변경이 이루어졌다.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주요 구조체 중
하나인 아웃리거도 38층에 설치되었다.
━
2013년
건물이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구조와 안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롯데월드타워는
안전을 위해 RC구조와 철골구조를 복합하여
적용한 SRC구조로 시공되었다. 아울러
공기 단축을 위해 코어선행공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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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롯데월드타워를
완벽하게 건설하기 위해 롯데건설은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중, 풍속·지진, 콘크리트 관련 등
20가지 신기술이 적용되었고, 구조와 설계는 물론
테스트 과정에도 새로운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 김치현 CEO, ‘롯데월드타워 100층 돌파 기념사’ 중에서
2015년 03월 24일

100층 돌파

2015년 11월

타워크레인 1호기 설치

2015년 12월 22일

철골빔 설치 상량식

━
2015년 5월
2013년부터 시작된 커튼월 공사가 이 시기부터 고층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나하나의 유닛을 따로 만들어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부착하는 고된 작업이었다.
━
2015년 2월 5일
2015년 2월 5일, 국내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나흘 뒤인 2월 9일에는 현장의 근로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신동빈 회장이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았다.
━
2015년 12월 22일
롯데월드타워 꼭대기로 마지막 자재가 올라갔다.
그날을 기념해서 롯데는 상량식을 거행했다. 안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용(龍)과 귀(龜) 자가 대들보에 새겨졌다.
롯데건설은 ‘123층 상량 완료, 서울시민 여러분!
안전하게 짓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LOTTE E&C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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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LOTTE E&C History

2016
전망대 강구조물 설치

━
2016년 5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되는 유리바닥
전망대의 강구조물이 설치되었다. 첨탑 구조물인
랜턴과 커튼월 공사도 완성되었다.
━
2016년 8월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은 5개월만에 종료되었다.
소형 크레인과 그것을 받치고 있던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면서 해체작업이 마무리되었다.
━
2016년 8월
롯데월드타워에 BMU가 설치되었다.
곤돌라를 타고 오르내리며 각종 작업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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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롯데월드타워는 롯데건설과 롯데그룹이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는 첫 발걸음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오롯한 롯데의 표상입니다.
숱한 위험과 난관에도 주저하지 않았던
건설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하석주 CEO, ‘LOTTE WORLD TOWER DISCOVERY’ 간행
기념사 중에서
2017년 2월 9일 사용승인
2017년 4월 3일 개관

우리 롯데건설은 변화하는 미래 시장환경을 선도적으로 개척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60년 전통의 자부심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로 세계 초일류 기업을 향해서 미래를 선도하는 롯데건설을 만들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60년 롯데건설!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Ⅱ. LOTTE E&C

history

세상을 짓는 큰 울림
1959 - 1977

1. 창업 100년 향한 롯데건설의 첫걸음

전장에 피어난 건설의 꽃 ‘평화건업사’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가 거듭됐다. 6·25 전쟁은 북한이
소련·중공을 통해 휴전을 제의한 것을 기점으로 38선 부근에
서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다. 폐허가 된 수도 서울은 피난민이
돌아오고 이북 실향민까지 몰려들어 조금씩 활기를 찾아갔다.
이들 중에는 변형권과 변세우도 있었다. 5촌 관계로 황해도 사
리원 출신이었다. 두 사람은 정부가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에
나서 건설산업이 활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
전후 부흥기의 건설 붐 속에서 롯데건설의 전신인
‘평화건업사’가 탄생했다.

곧 공동출자로 1952년 2월 4일 롯데건설의 전신인 ‘평화건업
사’를 설립했다. 회사 이름은 당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
었다. 전쟁에 지친 국민들이 평화를 갈구한다는 의미에서 유
행어처럼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평화건업사 첫 사무소는 초
대 사장을 맡은 변형권의 약수동 자택이었다. 그러나 얼마 뒤
중구 흥인동 119번지 공터에 가건물을 짓고 그곳을 소재지로
삼았다. 입찰에 응할 기회가 점차 늘자 건설업체로서의 면모
를 갖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평화건업사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인 그해 3월 서울이 재수복됐

다. 이후 미군은 많은 공사를 발주했다. 덕분에 건설 군납업자
들은 호황을 맞이했다. 높은 수익을 거뒀을 뿐 아니라 빈번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으로 돈 버는 재미가 쏠쏠했다. 평화
건업사 변세우 전무는 이미 소규모 건설 군납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는 오산 등지의 미군부대에서 발주하는 군납공사에
응찰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비행기 활주
로 공사에 사용된 시멘트 포대를 시중에 파는 일을 했다. 값싼
시멘트 포대를 사들인 뒤 비싼 값에 되팔아 꽤 이문을 남겼다.
변형권 사장은 전매청 영선과장을 퇴직하고 본격적으로 건설
업계에 투신했다. 우선 그는 자신이 오랜 기간 근무한 전매청
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주에 관심을 기울였다. 당시에도 관청
공사는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었으나 더러 허술한 구석이 있
었다.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공사 계약자를 정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는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전 직장 동료들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펼쳤다. 드디어 첫 공사 수주에 성공했
다. 울진 전매서와 삼척 전매서의 청사 및 창고와 기타 수리공
사였다. 이 공사를 무난히 끝내 시공능력을 인정받았다. 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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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직후 평화건업사는 주로 전매청이 발주한 공사를
맡았다. 전매청 농협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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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평화건업사는 연달아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 여러 지
역의 전매서 제품창고 및 사무실 복구공사와 제품 원료 창
고·응급 복구 공사 등을 무난하게 마쳤다. 이후 전매청이 발
주한 공사는 평화건업사가 독식하다시피 했다.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자금 조달과 세제상
이점도 고려됐다. 그리고 주요 사업목적으로 토목·건축·난
방·수도위생 기계 가구 설계의 감독, 이에 필요한 재료의 제
조 판매, 토지 주택의 경영 등을 설정했다.

평화건업사는 관급공사 수주에 더욱 힘을 쏟았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1955년 11월 국방부 산하 과학연구소 공사와 1957년
12월 성동구청의 광희천 석축공사 등을 맡을 수 있었다.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된 공사 물량은 평화건업사가 순탄하게 성장
하는 밑거름이 됐다.

주식회사로 전환, 땀에 응답하다

평화건업은 초대 대표이사에 변형권, 전무이사에 변세우를 선
임했다. 대표이사는 대민·대관 업무와 일반 수주 영업활동
을, 전무이사는 인사·자금·자재업무와 더불어 하도급업체
선정 등을 주요 업무로 삼았다. 현장소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
한 상무 또는 부장으로 배치했다.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인
사상 묘책이었다. 새롭게 출발한 평화건업은 주식회사답게
경영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기술능력 배양과 장비·시설 등을
확충하는 데 힘썼다. 외형만으로도 성장의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걸음을 뗀 지 7년. 1959년 2월 3일 평화건업사는 개인사업
자에서 탈피, 자본금 5,000만 환의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 전
환했다. 전후 부흥기를 맞아 국내 건설산업의 급속한 확대에

1961년 초, 중구 흥인동의 기존 사무소를 헐어내고 그 자리에
콘크리트 슬라브 3층 건물을 지었다. 직원 20여 명도 한꺼번
에 충원했다. 이때부터 목공 등 단순 기능공 위주의 조직에서

━
평화건업은 1962년에 수주한 신탄진
연초공장 신축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1965년 7월 동양 최대의 신탄진 연초
공장 준공식 광경
━
1966년 6월 서소문 육교 개통식

탈피,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했다.

* P.S.BEAM 공법
시멘트와 철근에다 특수철강선을 양끝에 넣어
약간 구부러진 형태로 시공하는 공법

이후, 1960년 3월에 수주한 전매청의 충주엽연초 재건조장 훈
증공장 신축 공사에 박차를 가했다. 창립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공사로 매출 증대뿐 아니라 임직원들이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5·16이 일어난 다음해인 1962년에도 전매청의 신탄진
연초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수년간에 걸쳐 이 공사를 수
행하면서 평화건업은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직원들
은 너나없이 한 가족이었다. <롯데건설 30년사(1989)>에 실린
직원의 글에서 그 풍경을 그려볼 수 있다. “사장, 전무 할 것 없
이 도시락을 휴대, 현장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분위기였다.
전반적으로 당시의 시대 상황이 그러하기도 했지만 1일 8시간
이상의 야간작업이 요구될 때에도 창업 멤버들은 별도의 수당
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른 많은 소규모의
건설업체가 그러하듯이 평화건업 또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헌신적으로 작업에 임했다.” 이처럼 회사 성장을 위해 전 직원
이 온 정성을 쏟고 땀을 흘렸다. 덕분에 여러 까다로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회사는 그 땀과 노력에 응답했

다.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가운데 뛰어난 실적을 거두자 1962년
한 해 동안 직원들에게 평균 8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1962년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했다. 그 첫
해부터 대대적인 국토개발사업이 벌어지면서 건설업체들마다
일감이 넘쳐났다. 평화건업에게 전국 규모의 건설사업에 참여
할 기회가 찾아왔다. 선제적인 조치로 1962년 5월 28일 대영
토건(주)을 흡수 합병했다. 도로, 교량, 항만 등의 건설 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인수, 향후 공공공사 입찰에 나서려는 포석이
었다. 1964년 서소문육교 가설공사를 수주했다. 이 공사는 우
*
리나라 토목공사 사상 처음으로 P.S.BEAM 공법 적용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교각 18개 위에 길이 493m, 폭 15m의 도로가
놓였다. 몇 차례 준공 날짜를 연기하면서 13개월만에 완공했
다. 1억 원의 예산과 연 4만 명이 투입됐다.
1968년 본사로 사용 중인 사옥을 5층으로 증축했다. 롯데건설
이 평화건업을 인수한 후 이 건물은 ‘흥인동 사옥’으로 불렸다.
직업훈련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2012년 10월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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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한국’을 세우는 밑돌이 되다

경부고속도로 공사, 축적의 시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
립경제 달성의 기반 구축이었다. 이를 추진하기에 앞서 정부
는 부실 건설업체의 정비를 서둘렀다. 건설업계의 체질을 강
*
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1962년 2월 ‘건설업법’ 을 개정, 면허
기준을 대폭 강화하자 부실한 1,000여 개 업체가 사라지고
542개 업체만이 남게 됐다. 그 덕분에 평화건업과 같이 생존
한 건설업체에게는 더 많은 공사 수주의 기회가 주어졌다. 김
현욱 서울시장은 1966년부터 서울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불도저 시장’으로 알려진 그
가 재임한 4년 동안 많은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때, 평화건업
은 서소문육교 가설공사를 시발점으로 아현고가도로, 광희고
가도로, 신당고가도로, 와우육교 등을 연달아 수주했다. 중앙
청 주변도로 공사, 삼청동 총리공관 도로확장공사, 청와대 앞
도로 확장공사 등도 맡았다.

* 건설업법
‘건설산업기본법(전문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30호)’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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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종 대형공사 발주에도 대비했다. 우선 자체 기술능
력을 향상시켜 1968년 4월 토목·건축 면허를 취득했다. 그
덕분에 민·관건설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국토개발 사

업의 첨병으로 나설 수 있었다. 1968년부터 경부고속도로 건
설이 시작됐는데 공사를 맡은 16개 건설업체 중에 평화건업도
포함됐다. 전년도에 묵호-삼척간 국도를 시공한 것이 수주의
원동력이었다. 또 다른 요인이 있었다. 당초, 정부는 경부고속
도로 전 노선을 최단 기간 내에 완공하고자 했다. 그래서 일시
에 공사를 발주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대다수 건설업
체가 기술인력과 보유장비 부족으로 적정한 공사 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달리 뾰족한 대책이 없자 정부는 1차로
토공, 2차로 구조물공, 3차로 포장공, 4차로 부대시설공 등의
순으로 공정에 맞춰 공사를 발주했다. 그런 이유로 경부고속
도로 1차 공사 입찰에서 평화건업이 토공분야 실적을 앞세워
일부구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전체 8개 구간 중 언양 및 왜관 구간의 2개 공구 공사를 맡았
다. 언양 구간은 경북 월성군 내남면 월산리에서 부산시 동래
구 구성동까지 총연장 58.2㎞였다. 또 왜관 구간은 경북 금릉
군 아포면 봉산동에서 대구시 북구 검단동까지 총연장 54.9㎞
였다. 이 공사에는 평화건업을 위시해 5개 업체가 참여했다.
1970년 7월 7일 개통된 경부고속도로 준공식에서 공사를 완수
한 평화건업 변형권 사장에게 석탑산업훈장이 주어졌다. 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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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는 평화건업에게 기업의 조직을 확립하고 기술
역량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축적된 기술과 경험으로
1970년 4월 대전-전주 고속도로 방동리-양산리 건설공사와
이듬해 3월 영동고속도로 유방리-양지리 건설공사를, 그리고
1972년 4월 순천-부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부 구간의 공사
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설계 변경이 잦아 경제성 문제가 제기됐
으나 이를 잘 극복하고 토목공사와 포장공사를 무사히 마쳤다.
1970년 5월 평화건업으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공사를 수주했
다. 포항종합제철 최초의 플랜트인 공작정비공장 건설공사였
다. 이 공사를 시작으로 이듬해 8월 조강능력 연산 103만 톤
규모의 1기 설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평화건업은
주설비공장 8개 중 2개의 코크스 공장과 소결공장 공사를 수
행했다. 1973년 1기 주설비 종합준공에 이어서 2기, 3기 주설
비공장 건설공사에도 참여하게 됐다. 이 같은 일련의 공사 수
행은 평화건설이 대단위 종합 플랜트의 시공능력을 배양하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
이 밖에 평화건업은 1970년 8월 영동 2지구 단지 1,272만여㎡
에 대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1972년 11월 금
강지구 농업용수 종합개발 조성공사를 맡았다. 1974년 12월에
는 잠실지구 택지조성공사에 참여했다. 또 1976년 7월 충북
보은군 보청지구 농업용수 개발공사를 맡아 1981년 9월 완공
시켰다. 교량부문에서 또 하나의 실적을 쌓았다. 1974년 10월
청담교 공사를 착공, 1975년 9월 준공했다.

━
경부고속도로 공사는 평화건업이 대형 건설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1970년 7월 대구공설운동장에서 준공식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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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초반, 평화건업은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에
참여, 서울 교통난 해소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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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빛나던 나날들
으레 창업 초기에 겪는 경영의 어려움에서 벗어난 평화건업은
풍성한 수주 실적으로 안정된 운영이 유지됐다. 놀랍게도 1971
년에 이르러 도급순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형 건설사로 훌
쩍 성장했다. 토목과 건축뿐 아니라 포장, 기계 등 전 분야에
서 수주가 이뤄진 결과였다. 지하철 공사 입찰에 참여, 1971년
9월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 5공구를 맡았다. 또 익산·용
기지구 관개배수 및 농지조성공사, 신탁은행 본점 신축공사,
삽교천 방조제공사 등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다.
1971년 12월부터 시작된 익산·용기지구 관개배수 및 농지조
성공사는 완벽한 배수시설을 시공하여 홍수를 대비하는 동시
에 개산지의 성토작업을 추진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했다.
호사다마라고 하듯 좋은 일이 많으면 나쁜 일이 생기는 법인
가 보다. 평화건업이 한창 성장을 구가하고 있을 적에 정작 경
영층에서는 균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주주인 변형권과
변세우는 경영상 이견으로 잦은 충돌을 빚었다. 특히 회계결
산 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 변세우 부사장
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1970년 10월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
이사진도 대폭 개편하면서 8명으로 보강됐다. 1972년 들어 증
자를 단행한 건설업체가 100여 개에 달했다. 경영진이 대폭 교

체된 가운데 평화건업도 2억 7,500만 원을 증자했다. ‘건설업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급 한도액 제도의 기준금 마련에 대
처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때를 기점으로 평화건업은 각종 건
설공사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고 공신력 유지 등을 목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1972년 1월 4억
2,500만 원에 이르던 자본금이 1974년 9억 원에 이르렀다. 해
외 진출을 앞둔 시점에는 거듭된 증액으로 12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했다. 이때의 자본금 증액은 종래의 도급한도액 책정을
앞두고 단행하는 경우와 달리 해외건설공사 국제 입찰 및 합
자, 그리고 장비 차관 시 재무구조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방책
이었다.
변세우 사장은 자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경영진의 대민·관
업무의 폭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체제를 정
비하는 측면이 강했다. 1975년 본격적으로 해외건설시장에 진
출한 무렵, 평화건업은 어느새 600여 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대형 건설사로 성장해 있었다. 1975년 삽교천지구 대단위 농
업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됐다. 이듬해 핵심사업인 삽교천 방조
제공사가 발주됐는데 평화건업이 102억 4,000만 원에 공사를
낙찰받았다.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들과 공개경쟁 끝에 수주한
것이라서 그 기쁨이 더 컸다. 삽교천 방조제공사는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토건설사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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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건설시장 진출, 그러나 늪에 빠지다

‘해외로! 해외로!’ 도전의 닻 올려
2년 5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서울-부산간 경부고속도로 공사
는 조국 근대화를 이끄는 크나큰 역사(役事)였다. 건설업계로
서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돼 귀중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
할 수 있었다. 관련 중장비산업도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그렇지만 건설업체들은 과도한 투자가 만들어낸 성장의 그늘
을 피할 수 없었다. 고속도로 건설의 돌관작업에 쓰였던 다량
의 중장비는 막대한 외국 차관으로 도입한 것인데 새 작업장
을 찾지 못해 멈추고 말았다. 새로이 양성된 많은 기술자들에
게는 일자리가 필요했다. 게다가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대두
되면서 1969년 4,900만 달러 실적을 보였던 건설군납도 크게
위축된 상황이었다.

* 해외건설주식회사 (KOCC, Korea Overseas
Construction Corporation)
출범 후, 정부의 신용보증 아래 1건당 5,000만 달러 이상
의 중동지역 대형건설공사를 수주, 회원사에 하청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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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건설시장으로 눈
을 돌렸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경험을 해외진출의 기반으로 활
용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 무렵, 중동국가들은 오일달러를 뿌
리며 경제개발 혹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평화건업도 중동지역의 건설 붐에 편승해 해외 진출을 꾀하기

로 결정했다. 먼저 1975년 3월 발족된 해외건설주식회사
*
(KOCC) 에 국내 주요 25개 건설업체 중 하나로 기꺼이 5,000
만 원을 출자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해외건설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게다가
아파트 건축 붐까지 일어나 1976년에는 수주 100억 원 이상인
건설업체가 16개 사에 달했다. 해외건설의 경우 대형공사가
많아 수주금액 규모가 무척 컸다. 그래서 해외공사 수주 여부
에 따라 도급순위가 요동치는 현상이 일어났다. 도급순위 8위
의 평화건업이 급기야 10위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벌어졌다.
평화건업 역시 해외진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마침내 1975년 11월 첫 해외공사를 수주했다는 낭보가 전해졌
다. 사우디아라비아 61-B 도로공사의 B공구였다. KOCC와의
하도급 형태로 계약이 체결됐는데 계약금액은 4,084만 6,000
달러였다. 평화건업 중동본부장 산하 현장소장은 서둘러 공사
에 투입될 해외건설 조직과 인력을 총괄 구성했다. 현장 직원
은 기술직 경력자들로 꾸렸다. 1977년 10월 건축과 토목에 관
한 해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본격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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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과 교훈 남긴 해외건설 공사
사우디아라비아 61-B 도로공사 수주로 자신감을 회복한 평화
건업은 해외건설공사 관련 수주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러한 노력은 곧 결실로 맺어졌다. 1977년 12월 사우디아라
비아 공업전력성이 발주한 젯다(Jeddah) 공업단지 조성공사
3단계에 대한 프로젝트를 계약했다. 전체 규모는 12억 달러에
달했는데 그 일부인 약 4,000만 달러 상당의 공사를 입찰을
통해 수주한 것이다. 평화건업은 1978년 2월부터 본격적인 공
사에 착수했다. 중동에서 수주의 훈풍은 계속 불어왔다. 수년
동안 쥬베일 공업단지 조성공사(J.S.D), 리야드공군본부 지하
작전사령부 공사, 알야마니아-아담 연결도로공사 1공구, 알바
틴 칼리드 왕 군사도시 무기고 및 사격장 건설공사 등등 여러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
61-B 공사는 난항의 연속이었다. 열사와 50년만의 폭우,
각종 어려움을 이겨내고 평화건업은 공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실상은 수주 소식을 기뻐하기보다 착공한 공사를 단속
하는 데 급급한 처지에 몰리고 있었다. 61-B 도로공사와 젯다
공업단지 조성공사 3단계는 시작하자마자 곤궁한 지경에 빠졌
다. 수주 과정에서 난공사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던 탓이었다.
정확한 원가계산 없이 최저가로 수주한 것이 나중에는 재무구
조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61-B 도로공사 착공에 앞서 우리
나라에서 배편으로 출발한 건설장비가 현장에 도달하는데
3~4개월이 걸렸다. 더구나 이 장비들은 무더위로 고무 제품

이 모두 녹아내려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현
장직원들은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공사를 강행했다. 하지
만 투지와 열의만으로는 난관을 뚫기 어려웠다. 게다가 50년
만에 최대 폭우가 내려 공사 현장이 온통 물바다가 돼 버린 것
이다. 포장공사를 마친 도로가 유실되고 구조물이 모래 속에
파묻히거나 주저앉았다. 워낙 큰 프로젝트인 데다 준공에 임
박해서 닥친 사고라서 손실은 막대했다. 5% 결손만 하더라도
당시 국내공사 10건 내지 20건의 수주금액과 맞먹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발주처는 원상 복구를 요구해왔다. 감
리자는 기상 여건을 고려한 설계를 했다면서 시공상의 문제
로 책임을 돌렸다. 발주처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유리한 계약
조건이다 보니 막대한 손실을 모두 끌어안아야 할 판이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까지 입어 공사가 지체되는 바람에 현장
직원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나 롯데 가족이 되자 해외건설 현장직원들은 안정을 되찾
았다. 다시 한 번 힘을 내자며 모두가 똘똘 뭉쳤다. 현장 체제
를 정비한 뒤 설계를 변경하고 공기 단축을 위한 신공법도 적
용했다. 첫 해외공사인 61-B 도로공사는 18㎞에 이르는 추가
구간까지 떠안아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1981년 10월 공사
를 마무리 지었다. 너무나 많은 아쉬움과 교훈을 남긴 공사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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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의 새 역사 쌓는 땀과 열정
1978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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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롯데, 건설의 새 지평 열다

성장의 추진체 (주)롯데건설
1976년 초, 롯데는 우진건설을 인수, 건설업계에 본격 진출했
다. 박성황 대표이사를 임명하고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 롯데
건설’로 바꿨다. 본사도 서대문구 중림동으로 이전했다. (주)롯
데건설은 그룹의 방대한 조직력과 자금을 배경 삼아 본격적으
로 해외건설 수출 대열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미 전
년도부터 그룹에서는 해외건설 붐을 중시, 중동 및 동남아지
역에 대한 면밀한 시장조사작업을 마친 터였다. 아울러 10여
개의 롯데 계열사가 발주하는 그룹공사를 수행해 수익 창출을
이뤄지게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 주택건설촉진법
1977년 12월 31일 제정돼 주택 보급률 향상에 기여했다.
2003년 ‘주택법’ 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개정됐다.

(주)롯데건설은 그룹공사에 대처하기 위해 중견간부급 40명을
포함한 350여 명의 기술직 및 사무직 요원을 신규 모집했다.
이 무렵, 롯데는 유통업 진출을 확정하고 국내 최고급 건물의
건설을 잇달아 추진하는 중이었다. 호텔롯데를 비롯해 그 부
속건물도 짓고 있었다. 아파트 건설시장에도 진출한다는 청사
진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아파트
붐이 크게 일어 주택사업의 수익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
이었다. 1977년 3월부터는 분양아파트 건설계획을 구체화하고

그해 8월 첫 아파트 사업에 나섰다. 아파트 건립 예정지는 강
남구 잠원동 소재의 롯데 소유지였다. 대지면적 8만 9,100㎡
에 12층 규모로 99㎡형 전후의 500여 세대를 건설한다는 계획
이었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설악’으로 정해졌다. 많은 아파트
이름 가운데 여태껏 산 이름이 없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었
다. 그해 10월 456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했다. 설악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태양열을 이
용한 난방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동종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1978년 3월 (주)롯데건설은 주택사업을 위한 마감 및 지정업
자 신청을 계기로 조직기구를 확충했다. 주택사업부를 신설하
는 동시에 기존의 6과(課)를 실(室)·부(部)로 각각 승격, 2실6
*
부16과로 체제를 개편했다. 5월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에 따라
아파트지구 내의 토지수용권 발동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주택건설지정업자 46개 사 중 하나로 선정됐
다. 그해 하반기에는 해외건설 조직을 갖춰 해외건설시장에
합류할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의 기본계획을 완
전히 변경해야만 했다. 롯데가 평화건업을 인수했기 때문이
었다. 이미 평화건업은 해외시장에 진출해 있으므로 (주)롯데
건설로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했다. (주)롯데건설은 한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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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그룹 내 자체공사 및 국내의
토목·건축공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영 내실화를
기하려는 경영상의 판단이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설악 2차
175세대 분양 이후 연속사업은 물론 뉴타운 건설 계획을 무기
지연시켰다. 롯데는 1979년 9월 15일 (주)롯데건설을 평화건
업에 흡수 합병시켰다. 나중에 회사 이름을 ‘롯데건설주식회
사’로 변경하기 위한 조치였다.

롯데 품에 안긴 평화건업

━
설악아파트 1차·2차 분양 광고. 설악아파트사업은
구 롯데건설의 첫 공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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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사업의 실패로 평화건업은 서울신탁은행의 관리를 받
으며 힘겹게 경영을 이어가고 있었다. 1978년 9월 롯데가 평화
건업의 은행 부채를 승계하고 전체 발행주식 157만 5,000주 중
64%를 사들였다. 이에 따라 평화건업이 롯데의 한 가족이 됐
다. 현재 롯데건설은 평화건업이 주식회사로 전환한 1959년을
기업 원년으로 삼고 있으며 롯데가 인수한 9월 15일에 맞춰 매
년 창립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인수 2년 전, 롯데와 평화건업
의 인연이 시작됐다. 1976년부터 옛 반도호텔 자리에 건설 중
인 호텔롯데의 굴착 및 기초콘크리트 공사를 평화건업이 맡았
다. 이때부터 롯데는 평화건업 형편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평
화건업은 이미 과거의 화려했던 기치가 꺾인 채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자금난에 시달리다 결국 1978년에 이르러서 두

차례 부도를 내고 말았다. 해외건설 시장에 발목을 잡혀 있는
데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조치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정부는 평화건업 부도로 인해 한국 해외건설업계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 롯데
에 평화건업 인수를 강력하게 권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롯데는 해외건설업체 인수를 검토하고
있었다. 주택 및 그룹공사를 맡고 있는 기존(옛 롯데건설) 계
열사는 해외시공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해외 진
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는 터
라 롯데는 평화건업과 인수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하게 됐다.
몇 차례 협상으로 쌍방 합의가 이루어졌다. 롯데 측이 경영권
인수를 위해 전 주식의 60% 이상을 사들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막상 인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랐다. 평화건업
대주주들이 주식을 사전 분산한 탓이었다. 인수 후 롯데는 평
화건업이 국내는 물론 해외건설시장에 본격 참여할 수 있도록
차기년도 상반기에 기업공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에 앞서 평화건업의 자금 경색을 해결할 목적으로 14억 2,500
만 원을 증자하는 조치를 취했다.
평화건업의 임원진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롯데는 이사에 신
준호(그룹운영본부장) 사장을 비롯해 대표이사인 전무 조동래
(롯데제과 상무), 이사 김춘정(운영본부 경영지도부장), 이사
권혜안(운영본부 기획조사부장) 등을 임명했다.

LOTTE E&C History

━
평화건업과 롯데의 인연은 호텔롯데 건설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호텔롯데 추진회의를 진행하는 신격호 명예회장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은 조동래 전무는 롯데제과 관리이사로
취임하면서 롯데와 인연을 맺은 관리업무통 경영자였다. 인수
의 후속조치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내실을 꾀하기 위한
인선이었다. 그런데 며칠 뒤인 같은 달 29일 평화건업 수장으
로 조명제 사장을 임명, 대표이사에 선임했다. 그의 임명은 사
우디아라비아 등 해외건설에 주력하려는 롯데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회사 현황을 파악한 후 조명제
사장은 국내와 해외건설이 균형을 이뤄 안정적인 성장을 꾀한
다는 방침을 정했다. 창업 이래 20년 동안 국내 건설업시장에
서 거둔 사업실적이 부문별로 많아 기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다면 빠른 시일 내 경영 정상화가 실현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룹의 지시에 맞춰 평화건업은 1978년부터 예산관리제도를
도입 운용했다.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과학적인 경영관리시스
템 적용을 위한 조치였다. 예산관리제도는 기존의 관리방식
과 결합해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제도의 안정적
인 정착으로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듬해 2월부
터는 각 관리부문별 경영방침을 선정했다. 경영방침은 그룹과
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목표 달성에 매진하도록 유도하는 기업
의 방향타 구실을 했다. 또한 기구조직체계를 종전의 1실 10부

1사업부에서 2실 13부로 개편했다. 수주 및 기성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량 증대에 대비하는 동시에 업무 전문화와 자체사업
등 신규사업 개발에 주력하려는 전략 강화의 방편이었다.
1979년 9월 그룹 내 건설부문의 단일회사를 출범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평화건업과 (주)롯데건설이 합병 절
차를 밟기 시작했다. 평화건업을 모기업으로 하고 (주)롯데건
설을 흡수하는 방식이었다. 동력자원부로부터 합병을 승인받
은 뒤 1979년 10월 15일, 기업 이름을 ‘주식회사 롯데평화건설’
로 변경 등재했다. 자본금도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려 종
합건설업체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롯데평화건설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주택건설지정업체로서 뿐만 아니라 해외건설 진출
업체의 자격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해외건설에 치중해 약 2
억 달러의 공사물량을 신규로 수주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대내
외에 밝혔다. 국내 건설도급액도 약 400억 원으로 끌어올린다
는 목표를 세웠다. 합병 이후 국내 도급한도액이 200억 원에
서 300억 원으로 늘어나 종전보다 규모가 큰 공공공사의 수주
가 기대됐다. 또 해외공사 도급한도액이 8억 달러에서 10억 달
러로 늘어나 아파트 사업 등 도급영역이 크게 확대될 것이 예
상됐다. 사업 확대에 따라 해외사업 관련 기술직(토목,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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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통신, 전기, 중기정비, 조경)과 관리직(기획, 경리, 자재,
해외업무, 관재) 간부 및 경력사원을 수십여 명 선발했다. 롯데
평화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추진한 사업은 1980년 수원시
고등동 198 일대에서 벌인 아파트 공사였다. 부동산 경기침체
로 분양의 부진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택시장
에서의 움직임을 동종업계가 관심 있게 지켜봤다.
1970년 5월 포항종합제철 공작정비공장 공사를 수주한 이래
1기 코크스 공장 등을 연속 시공한 경험은 플랜트분야의 수
주 활성화를 촉발시키는 마중물로 작용했다. 포항종합제철의
2·3기 코크스공장과 (주)한주의 제염공장 건설 등 각종 산업
플랜트 공사에 적극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만든 것이다. 1976
년 10월 착수한 포항종합제철의 코크스 공장 확장공사는 국내
자본 94억 8,600만 원과 외국 자본 6,228만 달러가 투입돼 코
크스 로(爐) 146문(門)을 증설하는 프로젝트였다. 롯데평화건
설은 독일의 오토(OTTO) 사로부터 설비를 공급받아 1978년
12월 말 공사를 마쳤다. 포항종합제철은 철강재의 자급도 제
고를 위해 4기 설비증설을 5개월 앞당겨 1979년 1월에 착공했
다.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롯데평화건
설은 1983년 5월 조강 연간생산 910만 톤 규모의 4기 설비 확
장공사를 끝냈다. 포항종합제철 코크스공장 공사에 이어 1983
년 삼양사 전주공장 증설공사도 맡아 시공했다.

삽교천 일대의 지도를 바꾸다

━
포항종합제철 산업플랜트 공사에 참여한 실적과 경험은
현재 플랜트사업의 공고한 토대가 됐다.
코크스 공장 건설 현장
━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 이 날 행사에서 롯데건설은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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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람한 방조제와 호수는 우리가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불
철주야 산을 깎고 바다를 막아 쌓아올린 땀의 결정이며, 국
토개발에 있어 또 하나의 우렁찬 개가입니다. 바닷물의 역류
를 막고 강물을 담게 될 이 다목적 방조제는 길이가 무려 10
리에 가까운 국내 최장일 뿐 아니라 8,400만 톤 저수량의 바
다를 막아 인공 담수호로서도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입니다.
···(후략)···
- 삽교천방조제 준공식 대통령 치사

1979년 10월 26일 국내 언론은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운정
리 방조제 현장에서 열린 삽교천 방조제공사 준공식 소식을
일제히 톱뉴스로 다뤘다. 10리 바닷길을 막아 4개 군이 전천후
옥토로 바뀐 것은 민족의 땀의 결정으로 이룩된 것이라며 준
공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준공식에서 롯데평화건설의 지
근진 기술이사는 철탑산업훈장을 수여받았다. 삽교천지구 대
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식량자급 및 공업개발 기반 확충 등
시급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자 1974년 12월 OECD 차관사업
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듬해 삽교천 개발사업소가 설치되
고 이를 계기로 공사 추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바다를 옥
토로 바꾸는 대역사(大役事)였다. 서울·대구 간 거리보다 더
긴 389㎞의 용수로를 신설하는 엄청난 공사로 연인원 총 41만
4,200명이 투입됐다.
1976년 12월 착공 후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포교천 제방축조
현장은 밤낮으로 요란한 발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하얀 물
보라와 모래바람 속에서 하루 1,500여 명의 기술자와 근로자
가 구슬땀을 흘렸다. 2,000톤급 준설선을 비롯해 17척의 대
형선박과 140대 불도저, 덤프트럭, 콤프레샤 등이 서로 뒤엉
킨 채 작업이 이뤄졌다. 특히나 제방축조공사는 난공사였다.
만조 시 1억 4,000만 톤, 간조 시 7,000만 톤이나 되는 조수
가 공사장으로 밀려 들어왔다. 현장에서는 이런 악조건을 극
복할 방안의 하나로 ‘철망태 공법’을 고안해냈다. 바다 밑에 플
라텍스와 가마니를 엮어 만든 매트를 깔고 그 위에 다시 직경
1m의 철망태에 돌을 넣어 집중 투하하는 공법이었다. 이같은
현장에 적용된 공법들은 국내의 간척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최대 너비 168m, 높이 12~18m에 이르는 방조제가
완공되자 8,400만 톤의 물을 가둘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인공
담수호가 조성됐다. 이후 충남 당진·아산·예산·홍성의 4개
군 22개 면의 2만 4,700ha 농토가 완전한 관개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서울·당진 간 육로 거리가 40㎞나 단축됐다.
삽교천 방조제공사 준공식을 치른 이듬해 1월, 롯데평화건설은
한국전력에서 발주한 옹진-영종도간 특수기초 철탑공사를 수
주했다. 도서전화사업의 하나로 영종도와 삼목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였다.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바다 한가운데 철탑을
세우는 작업이었는데 삽교천 방조제공사의 경험을 살려 무난하
게 공사를 마쳤다.

‘롯데건설(주)’로 새 출발하다

━
삽교천 방조제 준공까지 11만 4,000대분의 육상 및 해상
장비가 투입됐다.
━
국내 최대의 인공담수호인 삽교호가 생겨 2만 4,700ha
농토에 관개용수를 댈 수 있었다.

1980년 연초,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은 그룹의 목표 달성을 독
려하면서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 수익성 증대기반 조성, 조직
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을 강조했다. 이를 경영의 기
본방향으로 삼은 롯데평화건설은 조직체제 정비와 분위기 쇄
신에 힘을 쏟았다. 먼저 회사 실정에 알맞은 경영전략을 수립
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한편으로는 그룹 운영본부에서 만
든 경영합리화 추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업무 개선, 원가절감
등의 여러 사항을 점검하고 시정했다. 각 계열사와 마찬가지
로 롯데평화건설도 합리화 팀장인 기획실장이 매월 그룹에서
열리는 운영본부회의에 참가했다. 회의 결과의 내용은 사내에
전파돼 경영 합리화의 촉진제로 쓰였다. 사규도 새로이 제정,
각종 사내 규칙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았다. 각 현장에서는 분
임조를 편성하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했다. 에너지관리 위원을
임명, 에너지관리 합리화와 비용절감에도 힘썼다.

경영환경 개선뿐 아니라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
력이 펼쳐졌다. 중기사업소는 서울시 성수동의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불편이 적잖았다. 성남시 심평동에 대지면
적 1만 3,934㎡의 부지를 조성하고 1980년 2월 중기사업소를
이전했다. 이듬해 11월 직제 개편이 단행될 때 중기사업소를
완전 분리 독립시켰다. 1980년 3월에는 롯데평화건설 본사를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0-2번지(잠원로 14길 29)의 ‘설악복지
센터’로 옮겼다. 흥인동 사옥은 임대상가들이 산재해 있어 사
무환경이 좋지 않아 취한 조치였다. 이후 롯데건설은 줄곧 이
곳 ‘롯데복지센터 빌딩’에 본사를 두었다.
롯데평화건설이 종합건설업체의 면모를 갖추는 데 기여한 조
명제 사장이 퇴임했다. 그 뒤를 이어 엔지니어 출신인 이일선
사장이 1980년 4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신임 이일선 사장은
안정된 조직 편제 확립을 위한 업무 절차의 합리화와 재무구
조 개선에 경영상 주안점을 두었다. 또 국내 현장의 조직체계
를 개편해 경영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그와 동시에 종래 재래식 경영평가 방식을 버리고 성과 위주
의 평가를 가미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적용해 임직
원의 근무 의욕을 북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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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은 기업의 얼굴이다. 그래서 사세를 과시하거나 사
주가 바뀌어서, 또는 국제화 추세에 따라 회사명을 바꾸곤 한
다. 롯데 역시 사세를 내세우기 위해 사명 변경을 추진했다.
이는 인수 작업 시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주)롯데건설’을 평
화건업에 합병한 뒤 중간 단계로 ‘롯데평화건설’이라는 회사
이름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회사명 ‘롯데건설’을 되찾을 분위
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국내외 고객에게 풍요로운 가치를 전
하는 롯데의 친근하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심어 건설사업
활동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건설시장 안팎의 여론
이 형성됐다. 롯데의 일원으로서 일체감을 높여 계열사 간 연
대를 돈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더욱 힘을 얻었다. 1981년 3
월 10일 마침내 회사 이름을 ‘롯데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상업등기부에 등재했다.

사막의 열기마저 식힌 열정

━
롯데건설이 지금의 잠원동 ‘설악복지센터’로 본사를
이전한 뒤 기념식수를 하는 신격호 명예회장

1970년대 말, 한국 경제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지나친 투자와
석유 파동, 정치 혼란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
다. 건설업계는 1978년 8·8 부동산투기억제조치 이후 주택경
기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다. 건설업체들은 주택분야의
잉여인력을 타부서로 전출시키는가 하면 주택사업의 실적 부
진을 메우기 위해 도급공사 확대에 주력했다. 롯데건설 역시
주택건설지정업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1년 이상 신규 아파트
사업에 손을 대지 못했다. 해외 건설시장도 얼어붙기는 마찬
가지였다. 중동 산유국들이 유가 하락과 석유 수출 감소, 달러
화 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공사 발주를 거의 하지 않았다. 공
사 중인 사업도 채산성이 나빠지고 있었다. 롯데건설의 사정
도 다르지 않았다. 1980년 ‘흑자경영 구현’을 경영목표로 내세
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 해를 출발했다. 임직원 모두는
손실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해외사업 관련 임직
원들은 시공 중 발생한 난관을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나
마 쥬베일 공업단지 조성공사의 신규 수주와 젯다 공업단지 조
성공사 3단계 준공 등이 이뤄져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
알카르지 급수탑 및 전망대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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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9월 롯데는 롯데건설의 해외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
치를 내렸다. 경영진 공동사장제를 채택하는 동시에 경영자를
보강했다. 롯데건설 신임사장에 신준호 롯데제과 축산사장을
겸임 발령했다. 또 그룹의 종합기획조정실 임승남 기획담당
상무를 롯데건설 전무로 전보 발령했다. 임승남 전무는 해외
건설본부장으로 임명되자마자 곧장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 직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었다. 자금관리도
허술하게 취급돼 적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
다. 먼저 각 현장의 적자 규모를 수치화하는 한편 한국계 은행
으로 자금 조달을 일원화했다. 공사관리에 있어서도 정확한
원가계산을 통해 원가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공사 현장은 최악의 조건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은 바람
*
이 무척 많이 불었다. 이 지역 모래태풍을 ‘할라스 바람’ 이라
고 부르는데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도 전방 10m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사막의 무법자 낙타의 출몰도 골칫거리였
다. 젯다 시에서 장비와 인력을 싣고 이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
다 야간에 갑자기 낙타가 나타나 대형사고의 원인이 됐다. 임
승남 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에 일본롯데
직원들이 파견돼 왔다. 이들은 각 현장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
악한 후 ‘해외공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해외건설 사
업의 타당성을 확인해보는 저울 구실을 했다. 현장직원들은
임승남 본부장의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실행력에 탄복하고
그를 믿고 따랐다. 공정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자체적으로 ‘100
일 작전’을 펼쳤다. 현장 직원들이 스스로 삭발까지 하면서 사
막의 열기를 압도하는 열정을 불살랐다.

* 할라스 바람
할라스는 아랍어로 ‘마지막이다’, ‘끝이다’라는 뜻으로
한 번 불면 숨쉬기 곤란할 정도의 거센 모래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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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롯데건설은 수주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동남아를 비롯한
신규 건설시장 개척에 힘썼다. 이를 위해 전문요원 확보와 조
직 정비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수주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981년 알카르지 급수탑 및 전망대, 얀
부 R-5, R-6지역단지 조성공사, 1982년 젯다 공업단지 조성
공사 4단계, 1984년 메카 공업단지 유지보수공사를 수주하는
데 그쳤다. 한국기업들의 극한 경쟁으로 덤핑 수주가 횡행하는
가운데 에이전트의 커미션 요구까지 지나치게 심해진 것이 원

인이었다. 그래서 수익 구조를 맞출 수 있는 공사가 드물었다.
국내공사에 치중하기로 전략을 수정한 롯데건설은 준비를 서
둘렀다. 우선, 각종 면허를 취득해 업역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힘썼다. 1981년 11월 소방설비 공사업과 철강설치 공사
업을, 이듬해 2월 환경오염방지 시설업을 등록했다. 국내 공해
방지시설 전문업체들이 시설, 기술, 인력 등 그 규모가 극히
영세한 가운데 롯데건설의 진입은 공해방지시설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1983년 하반
기부터 환경플랜트와 관련한 일감이 부쩍 늘어났다. 배출업체
대부분이 경기가 다소 풀려 가동률이 높아진 데다 정부가 공
해배출업소 범칙금 부과, 50톤 이상 폐수배출업소 시설 의무
화 등 공해방지 시설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었다. 이 해에 롯
데건설은 롯데제과의 평택공장 공사와 삼양사 전주공장 증설
공사 중에 폐수처리장을 시공하는 실적을 쌓았다.
1982년 8월 롯데건설 대표이사로 이상순 사장이 선임됐다. 국
내 관급공사의 수주활동 강화와 더불어 해외공사에 역점을 두
고자 하는 그룹의 의지가 읽히는 인사 조치였다. 신임 이상순
사장은 철도청 건설국장 등을 거쳐 삼익건설 부사장으로 일한
경험을 갖고 있는 업계에 잘 알려진 전문경영인이었다. 취임
식을 마치자마자 그는 20여 일 동안 중동건설 현장을 돌면서
지사요원과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건설시장 동향을 살폈다. 기
술집약적으로 변모하는 해외건설 현장을 직접 확인한 그는 기
술정보 입수와 우수 기술자 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
러한 노력의 하나로 이듬해 7월 해외담당 전무이사로 이윤환
전 삼익건설 전무이사를 영입했다. 한편으로는 국내 자체사업
의 개발에도 관심을 쏟았다. 1984년 2월 주택사업부를 아파트
사업부와 주택사업부로 분리, 아파트 사업에 좀 더 주력하도
록 조직 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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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답은 현장에 있다

예고된 해외공사 부진을 국내에서 만회
1980년대 초반, 국내 경기회복과 인플레 둔화 추세가 뚜렷해
지고 있었다. 기업들은 외국기업과의 합작사업 및 기술도입을
크게 늘려나갔다. 롯데는 외국자본을 들여와 롯데건설의 해외
사업 손실과 단기채 등 악성 채무를 해소해 재무구조를 개선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 뒤 일본 (주)롯데 및 롯데상사(주)
의 50 : 50 합작 투자를 요청했다. 이러한 제안이 일본에서 받
아들여졌고 1981년 5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외국인 투자 인가
를 받았다. 그 후 1985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작투자가 이
루어졌다. 1982년 12월까지 증자가 실시돼 자본금이 162억
7,000만 원에 이르렀다. 특기할 만한 일은 1985년 증자가 실
시되기까지 투자 원금과 배당금이 전부 롯데건설에 재투자됐
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1985년 7월에도 증자가 이뤄져 자본금
이 433억 5,000만 원에 이르렀다. 롯데건설은 재무구조가 탄
탄한 대형종합건설업체라는 기업 이미지를 갖게 됐다.
롯데건설은 경영합리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보유한 15개 사
업면허를 활용해 수익성 제고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주택지
정업체로서 주택분야의 매출 신장에 주력했다. 토목분야에서

도 수익성이 양호한 공사를 수주, 공사관리 방법 개선과 공법
개발로 경제적 시공을 시도하는 동시에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
였다. 또한 날로 열악해져가는 해외시장 여건에 따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부진을 면
치 못하는 해외공사에서 손 떼고 국내공사 수주로 경영난을
해소하려는 전략이었다. 1985년 초, 롯데건설은 최종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시장에서 철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후
속조치로 그해 3월 해외사업부를 완전 해체해 국내 부서에 편
입시켰다.
이 무렵, 활황이던 해외건설 경기가 한풀 꺾인 터라 여타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내건설공사 수주전에 속속 뛰어들고 있었다.
특히 대형공사에 도급액 상위 건설업체들이 예정가격의 거의
반값으로 덤핑 응찰을 하는 등 치열한 가격 경쟁의 양상을 보
였다. 종전에 정부가 발주한 공사는 평균 응찰가격의 85%선에
가장 근접한 저가를 제시한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부찰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1982년 7월 1일부터 저가 실사제를 도입, 30
억 원 이상의 국내 대형공사는 최저입찰자가 내정가격의 75%
선 이하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심사 결과 합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금세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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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으로 롯데건설은 지명경쟁 입찰로 발주하는 건설부 소관
시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 도급한도액을 책정할 때 점
수를 가산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같은 해 6월 서울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준공식에서 우수 시공의 공로를 인정받은 롯
데건설에 철탑산업훈장이 주어졌다. 이러한 공사 실적은 정부
의 대형공사 수주전에 뛰어들어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경쟁력
이 됐다. 이후 롯데건설은 토목분야의 정부 발주공사에 대한
수주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
현동-울진 도로공사는 1983년 4월 착공했는데
태백산맥을 가로지르는 난공사였다.

* Sand Drain공법
지름 40~60㎝의 모래 말뚝을 적당한 간격으로
소요 깊이까지 설치하고 그 위에 흙을 쌓는
탈수 압밀 촉진 공법의 하나다.
* ILM공법(Incremental Launching Method)
교량의 상부 구조물을 교대 또는 제1 교각의 후방에
설치한 주형 제작장에서 1세그먼트(segment)씩 제작,
교량의 축 방향으로 잭(jack)을 이용해 조금씩 밀어내면서
교량을 가설하는 공법
* Top-Down공법
역구축공법. 흙막이벽으로 설치한 지하 연속벽을
본 구조물의 벽체로 이용하고 기둥과 슬라브 등을
시공한 다음, 지상에서 지하로 땅을 파내려가면서
지하 구조물을 완성하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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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그해 8월 제2 제철이 들어설 광양만 호안공사 입찰에서
덤핑 투찰행위로 국내 건설사상 최저 낙찰률을 보였다. 이런
현상은 해외건설 수주 물량이 줄어들자 각 건설사마다 신년
초에 세운 수주목표 달성이 어렵겠다고 판단해 국내 대형공사
에 몰렸기 때문이었다. 또 무작정 수주부터 하고서 선수금으
로 기업의 자금난을 덜고 자체 보유인력과 유휴장비를 활용하
려는 의도가 짙었다. 롯데건설은 호안공사 입찰에 참가하려고
준비했지만 이런 사정으로 인해 포기하고 말았다. 그 밖의 공
사에서는 가격 경쟁을 극복하고 공사를 수주했다. 포항-삼척
동해안 도로공사, 한계령-양양 도로공사 등의 준공으로 차츰
토목사업 분야에서 실적이 쌓였다. 1983년 4월 착공한 현동울진 도로공사는 태백산맥을 가로지르는 난공사임에도 불구하
고 1년 반 만에 준공했다. 이듬해 3월 온양-평택 도로 15㎞를
*
시공했는데 둔포지역 초연약 지반에 대해서 Sand Drain공법
을 적용했다. 1984년 11월 착공한 죽산-대야 도로공사에서는
*
신공법인 ILM공법(Incremental Launching Method) 을 적용
해 만경대교를 시공했다. 이 같은 뛰어난 시공능력은 대외적
으로 알려져 롯데건설의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1984년 5월 건설부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과 건설공사의 질
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시공업체를 지정했다. 8개 사를
지정했는데 토목분야에 롯데건설이 포함됐다. 우수시공업체

민간과 국내외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주활동도 적극 벌
여 나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광양제철소, 호남석유 P.P
공장 등 신규 프로젝트 외에 88올림픽 타운과 영등포 민자역
사 등 민간자본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다. 1987년
1월 시작된 영등포민자역사 및 백화점 공사는 지하 5층, 지상
10층, 연면적 8만 5,950㎡ 규모로 1992년 3월 말 완공됐다.
1988년 12월부터는 대구민자역사를 신축하는 공사에 돌입했
다. 영등포역사 개발 경험을 살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민자
역사를 건립했다. 연면적 8만 2,047㎡, 건축면적 1만 8,403㎡
의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시공됐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산의 공용터미널 공사도 시작돼 2001년 마무리됐다.
같은 시기에 부산동래관광호텔의 ‘허심청’, 부산 남포동 S/N빌
딩, 서울 을지로 6가 계림빌딩, 서울 서초동 서산빌딩 등의 신
축공사를 맡았다. 이후에도 서부 CORE PLAZA 빌딩, 부산
시티코아, 부천시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의 공사를 수행했다.
*
계림빌딩은 롯데건설 최초로 Top-Down공법 이 적용된 것으
로 기록됐다. 대형 그룹공사인 롯데호텔신관, 롯데월드 등도
맡아 공사에 박차를 가했다. 롯데호텔신관은 서울 중구 을지
로 1가 180-6번지의 부지에서 1985년 7월부터 공사가 시작됐
다. 철골·철근 콘크리트조의 지하 5층 지상 35층 옥탑 2층 규
모로 지었는데 공사금액은 730억 원에 이르렀다. 1988년 5월
말 공사가 완료돼 6월 8일에 개관했다. 롯데호텔신관의 성공
적인 시공은 롯데건설에 대한 신뢰감을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됐다. 1985년 국내건설 시장으로 눈을 돌려 입찰과 공사에 집
중한 결과, 해외 수주실적이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도 수주액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

━
1980년대 중반, 롯데건설은 롯데호텔신관 등
우리 건설사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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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호황기에 경영 내실 다져
국내 건설경기는 서울올림픽을 앞둔 시점이어서 올림픽 특수
와 주택사업 활성화로 활황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1986년 현
재 500여 종합건설업체 중 도급한도액 순위 19위인 롯데건설
은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수주활동에 열을 올렸다. 그해 6월 부
산시 초량동에 부산사무소를 신설, 부산과 인근 지역의 수주
와 특수·자체사업 발굴 및 지원업무 등을 수행했다. 부산사
무소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펼친 결과, 부산지하철 1호선 건
설공사 3-8공구(중앙동-서대신동)를 수주했다. 이 공사는 본
선부 상단에 민간자본 190억 원을 들여 면적 1만 4,684㎡, 점
포수 220여 개의 지하상가를 조성한 것이 특징이었다. 1988년
7월, 41개월의 공사 끝에 ‘광복동 롯데1번가’라는 이름으로 개
관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서울 및 수도권을 대상으로 도심지 개발, 아
파트, 공장 등의 주택 및 건축공사 수주에 힘썼다. 그 덕분에
고층 건물인 한효개발 사옥과 을지로 재개발 빌딩, 그리고 올
림픽 선수·기자촌 아파트, 올림픽 훼밀리아파트 등 대단위
프로젝트의 공사를 잇달아 수행했다. 올림픽훼밀리아파트 공
사의 경우, 모두 1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 중 롯데건설이
464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해 서울올림픽 개최에 이바지했다.

* TQM(Total Quality Management)활동
종합적 품질경영. 품질경영을 추진하는 인적 자원인
전 직원의 참여가 기본요소이다. 전사적인 참여로
저비용과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종합적 경영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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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토목분야에서도 단지조성 및 도로, 골프장 공사 등을
수행했다. 1985년 10월에 이리 제2공업단지 조성공사를, 1986
년 12월에는 시화지구 시흥공업단지 조성공사 3공구를 착공
했다. 그리고 이듬해 12월부터 신림-시흥 도로공사도 공사가
시작됐다. 이들 공사 수행으로 해외건설 면허 반납 후 유휴 해
외 중장비 투입이 가능해져 효율적인 경영을 펼치는 데 도움
이 됐다. 1984년 10월부터 경기 안산의 제일CC 공사를, 1986
년 2월부터는 경남 김해의 가야CC 공사를 시작했다. 1988년 7
월 착공에 들어간 경남 창녕의 부곡CC는 93만 5,541㎡ 부지에
파 72의 18홀 정규코스로 조성됐다. 처음으로 18홀 정규코스
골프장 시공 실적을 갖게 돼 의미 있는 공사였다. 기전·통신
분야에서는 1985년 4월 이천의 2만 1,900회선 증설선로공사,

1986년 3월 태안의 1만 회선 증설 선로공사, 1986년 5월 부산
의 한전 전력구공사 등을 수주해 완공했다.
한편, 1987년 테트라팩 여주공장과 호남석유화학의 SPE/SPP
공장 건설은 철저한 품질 및 공정관리로 화공플랜트의 시공
기술을 높게 평가받았다. 호남석유화학의 경우, 두터운 신임
으로 본공사 외에 141억 원 규모에 이르는 15건의 추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
일찍이 롯데건설은 건설 기술개발 및 공법 연구, 품질시험 관
리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1986년 9월 건설기술연구소
설치를 결정했다. 그해 12월 초 현판식을 갖고, 1988년 1월 과
학기술처로부터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를 받았다. 기술연구소
는 축적된 기술을 대내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회사 발전에 기
여한다는 성장 전략을 세웠다. 곧이어 <롯데건설기술보>를 창
간, 연구개발 결과 등을 실어 정기적으로 발간했다. 1991년부
터 기술연구소는 본격적으로 주택 건설을 위한 PC공법 연구
개발 등에 착수했다. 또 ‘댐 콘크리트 타설방법과 장치’에 관한
신공법을 개발해 발명 특허증을 받았다.
1992년 7월 롯데건설은 흥인동 사옥 내에 부설직업전문학교
를 개설했다. 당시 건설 기능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업 내 직업훈련원 설치를 권장하고 있었다. 필
요한 기능인력을 자체 양성해 충당할 계획 하에 건축 배관, 내
선공사, 중기 정비, 도배의 4개 훈련직종을 1개 학급씩 운영
했다. 정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으로 편성, 6개월(도배반 3개
월)간 훈련이 이뤄졌다. 훈련수당 월 20만 원과 훈련복, 훈련
화, 교재 등이 지급됐다. 1993년 12월까지 총 수료인원 590명
이 배출됐다.
1980년대 후반, 롯데건설은 고부가가치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철저한 내부 교육을 시행하면서 그룹의 ‘대약진운동’과도 보조
를 맞췄다. 또한, 경영쇄신운동의 일환으로 청년임원회의, 5S
*
회의, T.Q.M.활동 등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품질관리 및 원가절감운동이 강조됐다. 각종 재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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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 달간 현장 안전점검 및 순회교육
이 열렸다. 그 결과, 1987년 광양 코크스공장 공사 중에는 국
내 건설현장 최초로 ‘무재해 100만 시간’을 달성했다. 품질·
안전·공정관리에서 최고 평가를 받아 코크스공장 준공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경영쇄신운동의 하나로 전사적인 3% 원가절감운동도 실시했
다. 실행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공사 원가율을 점진적으로 하
향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동원됐다. 특히 원가관리 시
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원가 전산화시스템을 확대 도입했
다. 이 같은 경영합리화의 시너지 효과는 1987년 창사 이래 처
음 매출, 수주, 기성액 모두가 2,000억 원을 넘어서는 데 필요
한 촉진제로 작용했다. 국내시장 점유율이 건설시장 전체 8조
7,658억 원 중 롯데건설이 2,549억 원을 수주해 2.91%를 차지
했다. 이중 민간 발주공사는 4.86%라는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더 강해지다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대외적 경영 여건은 끊임없이 기업
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롯데는 외국인 합작법인
인 롯데건설을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내국화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1988년 1월부터 그룹 차원에서 일본 지분 51.7%를 인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3월 15일자로 롯데건설 주식 중 일본 회사인
(주)광윤사 등 5개 사가 소유한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한 주식은 롯데알미늄과 롯데파이오니아가 나
누어 매입했다. 재무부에 주식매각을 신고했는데 3월 25일 수
리됐다. 이로써 롯데건설은 외국인 합작 투자기업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
광양제철소 설비공사 광경. 1992년 9월 말 역사적인
종합 준공까지 롯데건설은 지속적으로 공사에 참여했다.

내국법인으로서 롯데건설은 경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일
환으로 1988년 8월 이사와 과장 위주로 구성된 경영개선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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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시켰다. 팀에서는 연구보고를 준비하는 동시에 건설산업
변화에 따른 대책 수립 등 다양한 부문의 전략을 새로이 짰다.
그 결과는 ‘건설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책’이라는 보고서에
담겨졌다.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
으로 1989년부터 지방주재원 제도를 시행했다. 대전, 전주, 부
산에 주재원 1명씩을 배치했는데 이들은 자체사업의 영역 확대
에 필요한 지역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1988년 3월 570세대 중계동 롯데아파트를 시작으로 창동 롯
데아파트, 전주 효자동롯데아파트(666세대), 포항 두호동롯
데아파트(300세대) 등을 착공했다. 특히 1990년에는 1기 신
도시인 부천 중동롯데아파트(756세대), 군포 산본롯데아파트
(784세대), 분당 파크타운롯데아파트(842세대) 등을 공급했
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1기 신도시 추가공사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군산, 원주 등 다양한 지역에 총 1만
9,722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했다. 주요 현장으로는 안양 평촌
롯데아파트(530세대), 일산 1~3차 롯데아파트(1,672세대), 분
당 2차롯데아파트(562세대), 롯데관악타워(90세대), 롯데스
카이(98세대), 부산 해운대 1~4차 롯데아파트(2,732세대), 대
전 내동롯데아파트(1,632세대), 대전 롯데엑스포아파트(989세
대), 군산 2~4차 롯데아파트(1,242세대), 포항 장성롯데아파
트(820세대) 등이 있었다. 이중 롯데관악타워와 롯데스카이는
각각 32층, 36층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지어졌다.
건축사업에서는 기독교방송 사옥, 롯데 중앙연수원, 국제신문
사옥, 동대문 힐 스포츠센터 및 문화회관 신축공사, 부천시 농
수산물유통센터, 감리교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등을 차례
로 시공했다. 공공건물 공사 중 부산시 신청사 신축공사는 4개
사와 공동으로 수주한 프로젝트였다. 동래구 연산동 일대 8만
1,131㎡에 건축면적 17만 275㎡의 지하 3층, 지상 28층 규모로
신축했다. 1997년 12월 준공을 맞이하면서 시청사가 이전해
부산시의 새 역사가 개막됐다.
━
완공된 기독교방송 사옥

70

LOTTE E&C History

3.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 더 아름답다

새 역사 만든 역사(役事) ‘롯데월드’

의 건축허가를 승인받았다.

1989년 7월 롯데월드가 테마파크 개관과 함께 완전한 모습을
갖춰 전관을 열었다. 롯데월드는 서울시민뿐 아니라 국민 모
두에게 전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이
일제히 환영 일색의 기사를 실었다.

잠실종합관광유통센터의 건설 공사는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됐
다. 1단계는 호텔과 쇼핑센터 등을 서울올림픽 개최 이전에 완
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룹에서는 롯데월드 건설전담 기구를
설치했다. 이는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예산과 공기의 낭
비를 예방하려는 의도였다. 1985년 8월 롯데월드 건설본부는
임승남 건설본부장을 정점으로 정예요원 110명을 1실 6부 14
과로 편성해 본격적인 공사에 대비했다. 롯데건설은 시공사로
선정된 후 상무급의 주재임원 아래 현장소장을 두고 50여 명
을 근무케 했다. 현장 조직은 기획공무부, 관리부, 안전관리부,
기전부, 공사부, 토목공사부로 편성했다. 1985년 8월 27일 롯
데월드 착공식이 열렸다. 공사는 유원지, 풀장, 스케이트장, 헬
스클럽 등 레저스포츠시설부문과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쇼핑
센터부문, 약 30층의 고층호텔의 3개 존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4,2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신설 계획도 포함됐다.

‘내달 12일 개관…한국판 디즈니랜드’, ‘롯데월드 어드벤처 완
공’, ‘유통의 혁명’ 등등
롯데월드는 롯데그룹의 기업이념인 ‘사랑, 자유, 풍요로운 생
활’이 한데 어우러진 거대한 실체라 할 수 있었다. 롯데월드 건
립에 투자된 금액은 6,500억 원에 이르렀다. 대지면적 12만
8,246㎡, 연면적 55만 9,235㎡로 세계적 수준의 쇼핑, 문화,
관광, 레저시설을 갖춘 복합레저 위락단지였다. 롯데는 1988
년 개최될 서울올림픽을 겨냥해 잠실지구에 대규모 쇼핑센터
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심형 레저시설을 건설한다는 계
획 아래 ‘롯데월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1985년 3
월 정부로부터 잠실 롯데종합관광유통시설 사업계획을 승인받
았고, 이듬해 6월 초에는 서울시로부터 잠실종합관광유통센터

호텔롯데월드(현 롯데호텔월드)는 지하 3층 지상 33층의 규모
로 객실 505실과 각종 연회 및 행사장을 마련하는 공사를 진
행했다. 지하는 RC공사를, 지하 1층부터 고층부까지 철골공사
71

━
완공된 롯데월드 전경. 당시 최고층 건물이었던 63빌딩의
3.5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현재 ‘롯데백화점 잠실점’으로 불리는 쇼핑센터는 지하 3층 지
상 12층 규모로 테마파크와 쇼핑몰, 호텔이 서로 연결되고 지
하철에서 직접 진입 가능한 동선을 고려해 계획됐다. 지하 골
조공사는 1986년 9월 철골작업을 착수, 9개월이 걸렸다. 후속
공정으로 데크 플레이트 판개,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등과 내
부 마감공사가 이루어졌다. 국내 최초로 대형할인매장(GMS ;
General Merchandiser Store)을 지향한 ‘새나라백화점(현 롯
데마트 잠실점)’은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공사를 추진했
다. 1987년 1월 철골공사가 완료되자 외벽 PC판 설치공사와
내부 마감공사도 타 부위의 선행공정과 병행 실시했다.
잠실 롯데종합관광유통시설 중 중심부 북측의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롯데월드 쇼핑몰은 사방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지하 1층은 슈퍼마켓을 비롯한 유흥음식점이 입점
하도록 시공했다. 지상 1·2층은 전문상점가와 은행, 3층은 실
내 민속관을 배치해 소도시 근린 생활 및 문화 활동의 기능을
부여했다. 공사는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됐다. 쇼핑센터와 쇼핑몰은 1988년 11월 동시 개관됐다. 스포
츠센터는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로 1,000명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 실내종합스포츠시설로 계획됐다. 여기에 수영장, 사우
나, 카페테리아, 에어로빅센터, 스포츠클리닉, 실내골프연습
장 등이 꾸며졌다.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은 롯데월드뿐
이었다. 테마파크 지하층에 국내 최대 아이스링크를 신설한
것 또한 큰 특징이었다. 1987년 6월 스포츠센터는 대부분의
철골공사가 마무리되자 외벽 PC판 설치공사에 이어 내부 마
감공사를 진행해 1989년 1월 개관됐다.

테마파크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지하 RC공사와 철골공사를
병행 실시했다. 철골공사는 1986년 11월 착수, 10개월 만에 완
료됐다. 곧바로 테마파크 대공간 공사를 진행, 내부작업이 이
뤄졌다. 스카이 라이트 설치공사, 옥상 비보행 방수공사, 대공
간 천장공사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 대공간 천장공사는 지상
50m 높이에 2만 3,000㎡의 천장을 형성해야 하는 난공사였
다. 천장 철골에 가설 브라켓을 설치하고 케이블카를 띄워 고
공작업을 진행했다. 지하 3층 지상 5층의 세계 최대 실내공원
속에 첨단기술의 집합체가 모였다는 점에서 큰 자랑거리였다.
기계설비나 공조덕트는 눈에 잘 띄지 않게 외부 마감공사를
실시해 심미적인 기능까지도 고려한 당시로는 상당히 세심하
게 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87년 5월 시작된 열병합 발
전설비 공사에는 설비용량 3만 5,400kW의 자가발전이 가능
한 경유·가스 겸용 엔진이 적용됐다. 1987년 11월 서울시 인
가 후 28만 757㎡ 규모의 석촌호수에 대한 준설작업을 시행했
다. 국내 최초의 인공호수를 배경으로 한 호수공원 조성공사
로 호수 한가운데 인공섬 1만 4,532㎡를 조성했다. 그리고 그
위에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첨단 레저시설물을 설치했다. 마침
내 1990년 3월 매직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개관을 할 수 있었
다. 지하광장도 조성됐는데 지하철 잠실역과 롯데월드를 연결
하는 공사가 이뤄졌다. 굴토작업과 구조물 공사 후 내부마감
작업은 1988년 7월에 완료했다. 1990년 6월, 롯데건설은 716
쪽에 이르는 <롯데월드 건설지>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롯데월
드의 대역사(大役事) 과정과 기술역량이 롯데건설인의 자긍심
과 함께 고스란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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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행했다. 1987년 8월 철골공사를 완료하고 이듬해 1월 외
벽 PC판 설치공사를 마쳤다. 내부 마감공사는 첫 단계인 석고
보드(Gypsum Board) 벽체 설치공사를 시작으로 창호설치 작
업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지상 1층에서 5층까지 건물 내
부 5,940㎡를 조성해 메인 로비로 꾸몄다. 3층 국제회의장은
1,500명 수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지었고 10여 개 중소연회장
도 마련했다. 1988년 8월 세계 유수 호텔과 어깨를 나란히 할
롯데호텔월드가 개관했다.

“국민을 위한 기업 되겠다”
기업의 구성원은 독특한 공유가치를 생성하기 마련이다. 이
것은 기업전략과 이념, 조직 구조 등과 맞물려 독특한 기업문
화를 형성하게 된다. 1980년대 해외건설시장에서 고전할 당
시 공기 단축을 위해 롯데건설인이 보여준 땀과 열정, 그리고
뜨거운 동료애는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으로 쓰였다. 이같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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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의 우수한 기업문화는 기업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
했다.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유된 가치관이 각자의 업무
에 충실을 다하는 사명감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1988년 12월 호텔롯데월드점에서 열린 ‘송년의 밤’은 롯데건설
기업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행사였다. 회사와 가정이 일체가
돼 롯데가족의 저력을 발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성장을
거듭하는 롯데건설의 면모를 과시한 자리여서 롯데가족의 자
긍심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 1991년에 이르러 롯데건설의 기
업문화를 창출하는 도구가 될 사보를 창간했다. 사보 <롯데건
설>은 조직 체질 강화와 롯데가족의 인화단결을 도모하는 소
통의 장이 됐다. 이 해에는 국·영문 브로슈어도 제작했다. 공
정별, 분야별 공사 실적이 자세히 실려 있는 브로슈어를 여러
발주처에 배포, 마케팅 활동에 활용했다.
회사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중에 기업이미지 통일화의 필요성
이 제기됐다. 1992년 12월부터 CI 작업을 추진했다. 우리의 삶
터를 아름답게 키워 나가려는 롯데건설의 의지를 시각화한 CI
를 만들었다. CI의 아랫부분 역삼각형은 넓게 펼쳐지는 녹색
들판을 형상화했고, 윗부분의 붉은 반구는 산 능선 위로 떠오
르는 아침 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도입된 CI는 1994년 3
월부터 적용됐다. 기업 슬로건 설정을 위한 직원 대상의 설문
조사도 실시됐다. 이를 토대로 경영이념과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이 함축된 슬로건이 만들어졌다. 최종적으로 ‘삶터를 아름답
게 삶을 풍요롭게’라는 슬로건이 정해졌다. 우리 삶터인 푸른
들판에서의 풍요로운 삶과 희망찬 미래를 롯데건설이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함축했다.

━
1993년 전 직원의 뜻을 모아 ‘삶터를 아름답게
삶을 풍요롭게’ 라는 슬로건을 선포했다.
당시의 기업문화 캠페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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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롯데건설의 주택사업에 대한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측
되자 상표 등록을 서둘러 추진했다. 1993년 3월 특허청에 ‘롯
데아파트’, ‘롯데빌리지’, ‘롯데연립’, ‘롯데팬션’, ‘롯데콘도’ 등
을 상표 등록했다. 이것은 ‘롯데’를 아끼는 고객의 사랑과 신뢰
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었다.
고객들로부터 얻은 두터운 신뢰는 철저한 품질관리 노력에서

비롯된다. 이에 일찍부터 롯데건설은 품질관리 의식개혁에 힘
을 쏟았다. 본사 관련 임직원, 협력업체 대표자, 현장소장 전
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실공사 추방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쇄
신 노력을 펼쳤다. 현장에서는 정성과 혼이 깃든 완벽 시공을
추구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롯데아파트에 대해 고객들은
갈채를 보내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1994년 말 <한국주택신
문>이 수도권 5개 신도시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상위 30개 업
체의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1,000세대의 입주자에게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이때 롯데아파트가 주택에 대한 만족도,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부문별 시공 실태 등의 주거 만족도
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롯데건설
은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국민의 주거문화 창달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로부터 갈채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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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흔들림 없이 전진하다

성역은 없다, 업역 확대
롯데건설은 경영 및 기술 혁신을 위해 과감히 투자한 덕분에
업역을 더욱 넓힐 수 있었다. 플랜트사업의 경우, 1985년부터
참여한 광양제철소 1~4기 설비공사는 숱한 난관을 물리치며
1992년 9월 말에 이르러 역사적인 종합준공식을 거행했다. 건
립 23년의 대역사는 롯데건설인의 눈물과 땀에 의해 이루어졌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 와중에도 철저한 품질 및 공
정 관리체제로 1990년 나프타분해공장 및 원폐수처리장 건설
공사, 1991년 SUC공장 및 나프타 수입기지 TANK공사, 1996
년 3EG 건설공사 등 호남석유화학이 발주한 프로젝트를 완벽
하게 수행했다. 그 결과, 각 계열사와 신뢰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했고 이를 계기로 산업플랜트분야의 시공 능력을 대외적
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다. 1996년 10월 민간자본으로 추진된
진주열병합 발전소 공사도 맡았다. 1999년 5월 완공해 부지면
적 1만 6,500㎡에 4만 2,000㎾급 발전기와 160T/H 용량의 열
병합 보일러 2기 등의 설비를 갖췄다. 이후 진주열병합 발전소
는 공단 내 여러 업체에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게 됐다.
토목사업에서도 부지조성공사, 고속도로공사 등 여러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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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적을 쌓았다. 부산광역시에서 부족한 공장 용지를 확보
하기 위해 계획 중인 녹산국가공단 개발사업에 롯데건설이
1997년 7월부터 참여했다. 제1공구 조성공사를 담당해 부지면
적 151만 751㎡, 토공 702㎥, 도로 14.2㎞, 교량 3개소를 시공
했다. 이어서 1992년 8월부터 부산광역시 민락동 공유수면 매
립공사에 참여했다.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유
수면 12만 2,760㎡을 매립하고, 선착장 8,990㎡, 호안
1,510m, 방파제 555m, 기타 부대건물 3개 동을 건설했다. 공
사 중 태풍에 의한 월파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파용 이공식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한 계단식 호안공법’을 개발했는데 1997
년 3월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았다. 1999년 6월에 열린 준공식
에서 완벽한 시공의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1994년
12월 부산광역시 항만 및 도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수
송을 목적으로 계획한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 건설공사에 참
여했다. 총연장 7.42㎞, 왕복 4차선 복층 구조로 2002년에 공
사를 마무리했다. 공사 구간에는 그 유명한 광안대교가 포함
돼 있었다. 1995년에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참
여했다. 총연장 40.2㎞ 중 롯데건설은 3개 사와 공동으로 제4
공구인 방화대교 건설을 맡았다. 방화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
는 27번째로 지어진 가장 긴 교량이었다. 중앙부 Arch Truss

━
방화대교

LOTTE E&C 60th Anniversary Edition

는 비행기 이착륙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2000년 11
월에 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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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공사 중 시공한 방화대교

1996년 영동고속도로 원주-강릉 건설공사 9공구에 이어 9-1
공구, 중앙고속도로 원주-홍천 건설공사 21공구에 이어 20공
구를 연이어 시공했다. 이 고속도로 시공으로 중앙내륙지역의
개발을 촉진해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는 데 기여했다. 이
어 1990년대 후반에도 경부고속도로 구미-금호 확장공사, 서
해안고속도로 군산-무안 건설공사 14공구 등 고속도로공사를
지속 수행했다. 1997년 잠실대교 성능 개선공사를 맡아 본교
와 램프 성능 개선 및 상판 철거, 교각보강 공사를 실시했다.
이미 롯데건설은 1980년대 후반부터 탄천1교, 양양교, 수영 2
호교 등 교량공사를 수행한 바 있었다.

━
광안대교 공사 수행으로 부산광역시 항만 및 도로의
교통난 해소를 도왔다.

건축사업에서는 1999년 2월 의료법인 송도병원이 발주한 서
울시니어스타워 요양동 증축공사를 수주했다. 대지면적

4,509㎡에 지하 3층 지상 5층의 연면적 2만 1,917㎡ 규모의 증
축공사였다. 의료시설 및 노인 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노인전문 요양시설 시공으로 롯데건설은 의료시설 건축
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롯데건설은 1993년 7월 엔지니어링 면허를 취득한 데 이어
1994년 12월 건설교통부에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했다. 그리고
곧장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낙동휴게소 신축공사 전면 책임
감리 용역 프로젝트를 첫 감리용역으로 수행했다. 뒤이어 소
고리매립장, 천호빗물펌프장 등의 감리용역을 맡았다. 또한 기
술연구소는 1996년 8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교량 및 터널, 건축
분야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인가받았다. 이렇듯 다양한 분
야의 엔지니어링 활성화를 바탕으로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다.
끊임없는 업역 확대의 노력 덕분에 1992년 롯데건설은 국내
재계 100대 기업에 자리매김했다. 또 내실있는 경영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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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롯데월드 공사 현장

남보다 앞선 품질·환경경영

얻은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오롯이 쏟아 부었다. 부지는 부
산시 중심부인 진구 부전동 503-13 일대로 지하철 1호선과 2
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대지면적 3만 5,272㎡, 연면적
33만 3,804㎡ 규모로 1992년 7월 초 착공했다. 하지만 공사
진행을 가로막는 민원과 야간에만 굴착공사가 가능한 도심지
통행제한 탓에 공기를 맞추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굴착과 동
*
시에 지하연속벽공사는 Slurry Wall 공법 이 적용됐다. 북동
*
측 구간에서는 암반이 나타나자 H-Pile 토류판 설치공법 을
적용해 공기 준수는 물론 공사비를 절감하기까지 했다.

롯데는 부산시의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부응하
고자 부산 롯데월드(현 서면 롯데호텔부산·백화점 부산본점)
를 건설하기로 했다. 부산 롯데월드에 관광, 유통, 문화시설을
일괄 유치해 시민들에게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제공한다는
구상 아래 1984년 5월 (주)부산롯데호텔을 설립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에 돌입했다. 롯데건설은 롯데월드 건설 과정에서

착공 1년 만에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됐는데 예상보다 지하수
*
량이 적어 Dewatering 공법 을 사용, 공사비 33억 원을 절감
할 수 있었다. 연약 단층대는 연약기반 치환공법으로 보강 시
공했다. 철골공사는 Unit Floor공법을 사용, 지상에서 각종 설
비를 조립한 뒤 타워크레인으로 양중 설치했다. 덕분에 크레
인의 양중 횟수를 줄이고 시공의 효율성을 높여 안전의 위험

로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온 결과 1994년 7월 건설부가 발표한
도급순위에서 10위를 차지, 시공능력 평가액이 6,984억 원에
이르렀다. 이 같은 기업 성장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롯데건설인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Slurry Wall 공법
안정액을 사용해 굴착 뒤 지중에 연속된 철근
콘크리트 벽을 형성하는 흙막이공법
* H-Pile 토류판 설치공법
일반적인 개착식 공법. 일정 간격으로 H-Pile을 항타
또는 천공 후 삽입하여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토류판을
H-Pile 사이에 끼워 넣어 벽체를 형성하는 흙막이공법
* Dewatering 공법
기초 저면에 배수층을 형성하여 지하수를 집수정으로
집수한 후 외부로 배수하는 영구배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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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은 여러 지하철 공사에 참여,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의 역군이 됐다.
지하철 3호선 공사 현장

성을 줄였다. 설계 단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까지 확인 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치밀함을 엿보였다. 알루미늄 커튼월
설치 전 미국에서 풍동실험을 했으며, 알루미늄 패널 설치 전
Mock up 공사를 실시했다.
롯데호텔부산은 단일호텔 건물로는 당시 동양 최고 규모로 설
계됐다. 건물 높이 172m에 이르는 지하 5층 지상 42층 규모로
900여 객실을 배치했다. 호텔 건물은 금정산과의 스카이라인
을 고려한 배치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었다. 백화점은 부
산지하철 1호선 서면역과 연계한 지하 광장을 설치, 유입 동선
을 원활하게 만들었다. 특히 매장 공간의 유연성을 높였다. 9
층과 10층은 스카이 플라자를 배치하고 10층의 경우 오픈 루
프를 통해 자연광이 유입되도록 했다. 당시로서는 특이할 만
한 설계로 평가받았다. 롯데백화점은 가사용 승인을 얻어
1995년 8월 말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여
파로 인해 그 해 12월이 돼서야 오픈을 할 수 있었다. 1994년
8월에는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증설공사를 시작한 데 이어 롯
데백화점 대전점도 착공했다.
* RCD(Reverse Circulation Drill)공법
역순환 굴착공법. 안정액을 사용하여 공벽을 안정시키며
시공하는 대구경 대심도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시공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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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롯데호텔제
주 건립을 위한 기공식이 있었다. 동일한 시기에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일산점 등의 그룹공사를 착공했다. 광주점은 지하 5
층 지상 9층의 연면적 8만 2,644㎡ 건축면적 4,924㎡ 규모로
*
지었다. 이를 위해 지하연속벽공법과 R.C.D공법 , TopDown 공법 등이 동원됐다. 일산점은 지하 7층 지상 10층의 연
면적 9만 1,639㎡ 건축면적 8,634㎡ 규모로 계획됐다. 롯데백
화점 측의 요구에 부응해 1999년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돌관
작업이 이루어졌다.
토목사업에서 1971년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 5공구에 처
음 참여한 이래 지하철 공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많은 실적
과 노하우를 쌓았다. 롯데건설이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균형
있는 도시 발전에 역군이 돼 왔던 것이다. 그러한 노력에 응답
하듯 1990년대 들어서도 계속해서 지하철 공사를 수주했다.
서울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 3-4공구를 수주해 총 1,265m를
시공, 1993년 말에 완공했다. 또 서울지하철 5호선 건설공사
5-20공구를 324여 억 원에 수주해 1990년 12월 말에 착공했
다. 공사 현장은 여의도에서부터 교통량이 가장 극심한 공덕
동 로터리를 거쳐 광화문 및 시청 진입로에 이르는 구간이었
다. 총연장 1,020m, 정류장 287m, 터널의 본선 외에 환기구
7개소, 출입구 6개소, 지하보도 1개소 등을 시공했다. 수직구
와 정거장 등에 대해서 6단계로 구분해 공사를 진행했다.

1994년 3월 품질 및 안전관리 모범현장으로 선정돼 서울시 주
최 ‘시공사 대표자회의’에서 시공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1997년 2월에 이르러 지하철 5-20공구가 완공됐다. 1995년
부산교통공단 발주의 부산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223공구는
부산 진구의 1.54㎞ 구간을 시공하는 프로젝트였다. 준공 후
부산교통공단은 우수한 시공능력을 지닌 롯데건설을 우수건설
업자로 지정했다.

* ISO 9000시리즈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를 위한 국제 규격. 세계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제조업, 서비스, 유통, 정보, 교육 등
산업 전반에 이른다.
* 특인(特認)
일본 내에서 건설업 허가를 얻으려는 외국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1999년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건설
대상’ 기술부문에서 롯데건설 기술연구소가 영예의 금상을 수
상했다. 부산시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건설 신기술인
이공식 호안공법의 우수함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 공법은 태
풍 등으로 인한 파도의 내습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부산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222공구의 국내 최
초 지하철 Top-Down공법, 교량구간에서의 열차하중 산정 및
진동의 지반 전파 해석을 통한 소음진동의 저감 방안 등의 실
적도 함께 인정받았다.
1990년대 중반, 품질관리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업
*
계에서 한발 앞서 롯데건설은 ISO 9000시리즈 인증을 추진
했다. 1995년 2월 품질경영 방침이 선포되고 사장 직속의 품
질경영실이 확대 설치됐다. 3월 내부 품질검사, 4월 예비심사

를 거쳐 5월에는 3일 동안 심사기관인 독일 TUV사에게
ISO9001 인증 취득에 대한 본심사를 받았다. 마침내 같은 해
6월에 6개월의 단기간 내 종합적인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획득
했다. 롯데건설은 사내 품질보증시스템을 확립한 뒤 현장의
ISO 품질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기울였다. 협력업체에 대해서
도 ISO9002 인증 취득을 적극 유도했다. 다시 ISO 14000시리
즈 인증 획득에 나섰다. 그 중에서도 환경경영시스템(EMS)을
구축하기 위한 인증 도입에 조직 역량을 집중했다. 7개월을 추
진기간으로 설정하고 1996년 8월 사내에서 환경방침을 선포
했다. 그해 8월 본사 및 시범현장에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 가
동했다.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반영, 품질경영실을 ‘품질경영환
경실’로 변경했다. 11월 본사와 현장에서 영국의 BVQJ로부터
본심사를 받았고 12월에 ISO14001 인증서를 취득했다. 또 매
년 1회 이상 ISO시스템 평가를 전 사업장에서 실시했다. 이후,
롯데건설은 품질과 환경에 주안점을 둔 경영을 펼쳐 나가는
데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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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소가 개발한 부산시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건설 신기술인 ‘이공식 호안공법’. 1999년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건설대상’ 기술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해외건설 불모지에서 일군 희망
롯데건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비하는 방안의 하나로 해
외건설 시장에 재진출하기로 결정했다. 1990년 6월 해외건설
업 면허를 신청했다. 같은 해 9월 3일 해외건설 종합건설업 면
허를 취득하자 곧바로 사내 조직으로 해외사업과를 신설했다.
해외시장 재진출의 기회를 엿보던 롯데건설은 일본을 교두보
로 삼기로 했다. 1991년 1월 먼저 일본 건설성 (현 국토교통성)
*
에 특인 을 신청했다. 이듬해 2월 특인을 취득한 뒤 일본 도쿄
지사를 열었다. 부장급 1명을 주재원으로 파견, 수주활동을 준
비하기 시작했다. 그해 7월 말 ‘도쿄도 건설업 허가’를 취득함
으로써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친 결과, 1992년 12월 첫 수주에 성공했
다. 관동지방 사이타마현의 (주)롯데 사야마공장 기숙사를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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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 종합스타디움. 롯데건설이 일본 공공부문
건설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
히가시토츠카 쇼핑몰(세이부백화점)

는 공사로 원청 자격이었다. 폐쇄적인 일본 건설시장에서 우
리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하청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터라 비록 공사 규모가 작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었다. 공사에
는 10개월이 소요됐는데 Half P.C 공법을 적용해 공기단축과
원가절감이 가능했다. 공사금액이 약 900만 달러에 불과했으
나 1992년 한 해 우리 건설업체의 일본 수주금액이 2,000여
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성과였다.
롯데건설은 1993년 5월에 이르러 일본건설업단체연합회에 특
별회원으로 가입했다. 일본에 진출한 외국기업 중 여덟 번째
였다. 그해 10월 재일거류민단 도쿄지방본부가 발주한 도쿄빌
딩의 공사를 맡았다.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679㎡ 규모
의 철골조로 9개월에 걸쳐 완공했다. 또 (주)쇼크베튼 재팬의
신쥬쿠 RC빌딩 A동을 시공했다. 1994년 12월에는 재일거류민
단 가나가와현 민단지방본부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1996년 2월 준공했다. 1997년 9월 일본 타이
세이건설과 공동으로 롯데건설은 니가타 종합스타디움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 국내업체 중 처음으로 일본 공공부문 건설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4만 3,000명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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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규모로 2001년 2월에 완공했다. 또 일본 와세다 대
학의 강의동 건물 개축 및 공조설비 공사, 치바현 산힐스 라쿠
엔다이 신축공사, 이찌가와묘텐 및 토요스 맨션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1998년 3월 칸자키 물류(주)가 발주한 우라야스 물류기지 신
축공사를 수주한 데 이어 8월에는 요코하마시 히가시토츠카
역 근처의 세이부백화점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특히 세이부
백화점 공사는 1991년 일본 건설시장에 진출한 이래 단독 원
청으로서는 공사비 규모가 가장 컸다. 공사금액이 94억 엔에
이르렀다.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8만 847㎡ 규모로 백화
점 외에 각종 전문점이 들어서는 대단위 복합상업시설 개발
사업의 하나로 진행돼 1999년 10월 준공됐다. 닛쇼이와이(현
소지츠)가 발주한 도쿄 본사빌딩 신축공사를 1998년 6월에
수주했다. 그 뒤에도 한 해 동안 6건을 수주, 170억 엔에 달하
는 수주금액을 기록했다. 롯데건설이 일본 건설시장에서 선두
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주 행진은 다음 해에도
이어져 1999년 2월과 3월에는 오사카대학 부속도서관, 도쿄
외국어대학 부속도서관 신축공사를 연달아 수주했다.

“작업화 끈을 조여라! IMF 파고다!”
1997년 말 급격한 외환 보유액 감소로 외환결제 불능 위기를
맞자 우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자금차입을 요청
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이던 건설업계에도 최대 위기
가 닥쳐왔다. 고질적인 경영 부실로 부도업체가 속출하는 등
벗어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다. 업계에는
공멸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졌다. 굵직한 주택업체로 손꼽히
는 한양을 위시해 우성건설, 건영, 청구 등이 연쇄적으로 무너
졌다. 지방 중견 건설업체들의 부도 행진도 멈출 줄 몰랐다.
부도로 쓰러진 회사는 1997년 말부터 1년 동안 300여 개 사에
달했다.

때문이었다. 임승남 사장은 한 달 중 보름씩 전국의 공사 현장
을 누비고 다녔다. 가는 곳마다 원가절감 및 원가목표 달성만
이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역설했
다. 아울러 ‘정열’과 ‘최선’을 다하는 임직원의 마음가짐을 강조
했다. 수주활동에 있어서도 불가능은 없다며 최선을 다하는
공격적인 영업 자세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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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외환·경제 위기를 겪게 되면서 이들
나라의 건설경기가 급격히 위축됐다. 급기야 우리나라도 IMF
경제위기가 닥쳐와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면서 해외건설 수주
량이 급감했다. 이 같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일본시장에
서 거둔 성과가 버팀목이 돼 1999년 6월 기준으로 롯데건설이
해외건설 수주 순위 8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이라는
건설 선진국에서의 수주는 국내에서도 상당한 선전효과를 가
져와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됐다. 다수의 현장 운영은
정기적인 본사 직원연수를 가능케 했다. 그 덕분에 품질 및 안
전관리 면에서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임승남 사장은 3년 안에 무차입 경영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즈음, 롯데건설은 여타 대형 건설업체와 마찬가지
로 엄청난 운용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IMF 경제위기로
국내 금리가 20%대를 넘는 상황이라서 국외 차입이 불가피했
다. 롯데는 주력 계열사인 롯데건설에 신격호 명예회장과 일
본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 자금은 단기채
등 악성 채무를 해소해 재무구조 개선에 쓰였다. 그룹의 든든한
재정적 지원은 IMF 불황 위기를 헤쳐 나가는 원동력이 됐다.
1997년, 이미 하향세에 놓인 주택경기 하에서도 롯데건설은
총 4,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를 공급했다. 하지만 IMF 한파
가 몰아친 이듬해에는 휘경동 롯데아파트 265세대를 신규 분
양했을 뿐이었다. 1999년에 들어서도 전국 신규아파트 공급물
량이 30여 만 세대로 IMF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 수준에 그쳤
다. 이렇게 침체된 주택시장에서 봄바람을 불어넣는 주역으로
등장한 건설업체가 바로 롯데건설이었다.

최악의 경영환경 속에서 1998년 4월 임승남 사장이 롯데건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취임 직후 임승남 사장은 전 임직원에
게 원가 3% 인하, 생산성 제고, 자금수지 개선, 환경 및 안전
관리 철저, 고객만족의 품질관리 등을 촉구했다. 이의 철저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효율적인 업무혁신으로 생산성을 높
이고 고부가가치를 양산할 수 있는 경영체제로 전환했다. 불
필요한 업무보고나 회의는 폐지했다. 특히 현장경영을 통해
적극적인 기업의 생존전략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IMF 환경
에서 현장을 책임진 소장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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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롯데건설의 기술자립 꿈꾸다”

이상순 사장

이상순 전 사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로 건설인으로서 오롯이 한 길만 걸었다. 1956년부

(재임기간 1982 ~ 1998)

터 철도청 건설국장, 삼익건설 부사장 등을 거쳐 해외건설에 몸담았고 이후 무려 17년 세월 동
안 롯데건설 사장으로 일했다.
신격호 명예회장과의 첫 만남에 대한 일화를 들려준다.
“1982년 어느 날 롯데그룹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격호 명예회장이 찾는다고. 학교로 갈지,
기업체로 갈지 망설이고 있던 참이었죠. 자신의 집무실 옆에 방을 줄테니 롯데건설에 대한
경영분석을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고하자 롯데건설을 맡아달라고 말씀하셨습
니다. 그 막대한 누적적자를 해소하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최고경영자 중 드물게 건축시공기술사·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술통답게
롯데건설 사장에 취임한 뒤 건설공사의 자국화 및 최첨단 경영기법 개발, 기술혁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개발 및 연구로 기술자립을 이루려는 꿈을 펼쳤다.
건설기술의 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986년 서울 원효로에 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타 회
사보다 품질관리요원을 크게 늘리는 등 품질관리 향상에 무척 공을 들였다. 또 청년임원회의
와 ‘파이브 S’운동을 전개하는 데 정성을 쏟았다. 특히 1984년 도입한 청년임원회는 100여
차례 회의를 열어 젊은 세대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기업 경영에 가미했다.
사장 재임 동안 롯데월드 등 그룹공사는 물론 대형 민자사업에 적극 참여해 우리 건설사에
빛나는 기념적인 업적을 남겼다. 주택공급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환경 친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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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CEO와 시대를 추억하다

시공법을 도입해 고객으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아울러 건설시장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는 해외
시장 진출을 꾀해 일찍 롯데건설이 일본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
롯데건설 수장으로서 미래 먹거리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신격호 명예회장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 시 등을 비롯한 인근 신도시를 둘러보며 부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거나 러시아에서
호텔, 백화점 및 오피스 건설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탁월한 경영적 판단을 엿볼 수 있는 일화를 소개했다.
“한번은 공원묘지개발 사업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큰 수익성을 낼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신격호 명예회장님은 ‘롯데는 식품사업을 하고 있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역시 생각
하는 그릇의 크기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1998년 4월 임승남 신임사장에게 경영의 바통을 넘긴 뒤 그는 강단에서 인재 양성에 힘썼다.
현재까지도 그는 노익장을 과시하며 진정한 건설인을 길러내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이상순
전 사장은 국내외 건설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1997년 금탑산업훈장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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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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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고급브랜드 시대를 이끌다

위기를 뚫는 창 ‘롯데캐슬’ 탄생
롯데건설 하면 으레 ‘롯데캐슬’을 맨 먼저 떠올린다. 고급스럽
고 귀족스러운 아파트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각인
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강한 기억만큼이나 ‘롯데캐슬’은
롯데건설의 성장에 밑거름이 됐다. 1998년 IMF 외환위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큰 시련이었다. 대다수 기업은 IMF
한파로 혹독한 불황을 경험해야 했다. 건설업도 예외는 아니
어서 아파트시장을 이끌었던 주택건설사들의 부도가 이어졌
다. 이러한 위기와 시련은 롯데건설에게도 똑같은 강도로 전
달됐다. 회사 내부에서는 경비 축소와 원가 절감을 위한 각고
의 노력이 행해졌다. 그런데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왔다. 당시는 아파트명에 마을 또는 건설회사 이
름을 붙이는 게 일반적인 형태였다. 브랜드라는 개념이 없었
다. 그도 그럴 것이 1989년부터 도입된 분양가 원가연동제로
인해 원가 이상의 분양가를 받을 수 없어서 특별한 이름의 아
파트가 무의미했다. 하지만 IMF 한파로 국민경제가 어려움에
놓이자 정부는 1999년 1월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를 취했다.
건설사에게 고급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 셈이
다. 이보다 앞서 전년도에 한 시행사가 서초동 한일은행 합숙
소 부지에 고급아파트를 짓겠다며 롯데건설에 사업을 의뢰해

왔다. 당시 경영진은 IMF 환란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찾느라 골몰하고 있었다. 시행사의 제안은 새 돌파구
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것이 ‘호텔 같은 최고급 아파트 롯데
캐슬’의 신화를 탄생시킨 출발점이었다.
그곳에 짓는 ‘롯데캐슬 84’는 이름 그대로 총 84세대를 공급하
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대 208
㎡ 단일 대형 세대로 구성하면서 최상의 마감과 아파트 외벽
석재 마감 처리, 세대별 개별문양 제공 등으로 최고급 아파트
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로는 파격적인 3.3㎡당
1,000만 원이 넘는 분양가를 책정했다. 당연히 주변에서 반대
가 심했다. 많은 회사가 도산하는 최악의 건설경기 상황에서
제대로 분양이 이뤄지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였다. 임승남
사장과 관련 임직원들은 사업 추진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
들은 내·외부 관련자들을 설득하는 한편 다양한 마케팅 전략
을 수립하는 등 사업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그 결과, ‘성(城)’
에 산다고 하는 최고급 이미지가 투영된 ‘롯데캐슬’이 탄생했
다. 롯데건설은 호텔과 백화점을 지어본 노하우를 가지고 있
었으므로 고급성에 편의성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롯데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롯데캐슬’을 통해 주택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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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야음롯데캐슬 정문게이트.
2008 굿디자인상을 수상했다.

1999년 2월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이어 3월 3차 동시분양에
서 1순위 접수를 받았다. 최고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100%
조기 완판을 달성했다. 언론들은 3.3㎡당 1,000만 원 이상의
고분양가에 대한 의심이 매우 짙었다. 하지만 ‘롯데캐슬 84’가
100% 분양 완료 이후 1억 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자 고급 브
랜드 아파트시장의 가능성을 앞 다퉈 기삿거리로 다뤘다. 이후
각 건설사는 브랜드를 붙이는 고급아파트 전략으로 선회했다.
롯데캐슬은 성과 같이 좋은 아파트를 짓겠다는 뜻에서 단지
전면을 화강암으로 축조했다. 고유 문양의 문장(紋章)도 아파
트 곳곳에 새겨 넣었다. 입주자가 아파트 입구에 들어설 때 ‘유
럽 성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캐슬’의
독수리 마크와 임승남 사장의 얼굴이 실린 PR 우표를 제작하
기도 했다. 이 우표는 본사와 현장, 협력업체 문서 및 고객 카
탈로그 발송 등에 쓰였다. 2001년 6월 기업로고 ‘롯데캐슬’은
세계 3대 광고제의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에서 파이널리스트
상을 수상했다. ‘롯데캐슬’ 브랜드 로고는 거주하는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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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자부심을 갖도록 다른 아파트와 차별점을 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롯데캐슬’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롯데건설은 독
특한 콘셉트를 지닌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하는 데 열중했다.
일반 아파트 브랜드 ‘롯데낙천대’를 개발해 잇따라 성공을 거
둔 데 이어 오피스텔용 브랜드인 ‘롯데골드로즈’도 새롭게 선
보였다. 이후에는 고급 아파트용 브랜드인 ‘롯데캐슬’에 각 단
지별 특성에 걸맞은 명칭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개별 브랜드를
만들었다. 온천물이 나오는 롯데캐슬스파, 공원 인근의 롯데
캐슬파크, 동대문이라는 고전적 이미지를 반영한 롯데캐슬천
지인, 소나무 숲을 부각시킨 롯데캐슬파인힐 등이 그러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 구분을 위해 롯데캐슬 뒤에 카이저, 골드,
레전드, 갤럭시, 클래식, 킹덤, 프레스티지, 아인스, 자이언트,
스카이, 더 퍼스트, 피렌체, 알바트로스 등의 영문 펫네임(Pet
Name)을 붙였다.
2000년부터 아파트 브랜드 ‘롯데캐슬’을 중심으로 이미지 광고
를 꾸준히 내보냈다. 모델 기용에 있어서도 경쟁업체와 색다른

듀얼 브랜드 ‘롯데낙천대’
브랜드 춘추전국시대가 열렸다. ‘롯데캐슬’의 성공이 낳은 새
로운 현상이었다. 이제는 회사 이름이 아니라 브랜드 파워가
분양시장을 판가름 지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브랜드가
쏟아지고 경쟁 또한 갈수록 치열해졌다. 전국의 자체 브랜드
를 가진 건설업체는 150여 개에 이르렀다. 롯데건설은 ‘롯데캐
슬’과 더불어 새 브랜드 ‘롯데낙천대’를 개발, 2개 브랜드로 차
별화를 시도했다. 듀얼 브랜드 관리를 하자는 취지였다. 고급
형 아파트에는 ‘롯데캐슬’을 붙였고, 일반 아파트에는 ‘롯데낙
천대’를 사용했다. ‘낙천대(樂天臺)’는 아파트가 천국과 같은 즐
거움과 편안함을 주는 정자임을 의미했다. 롯데의 한자 표현
인 ‘낙천(樂天)’을 차용한 것이어서 친밀감을 더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롯데낙천대아파트는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콘셉트로
삼았다. 즉, 인간 중심이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가옥
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입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한
다는 의미를 지녔다. 1999년 브랜드가 개발된 뒤 그해 말 분양
한 평창동 롯데아파트에 낙천대를 처음 적용했다. 이후 화곡
동 우장산 아파트 현장 등 전국 24곳의 아파트 단지명에 브랜
드 ‘롯데낙천대’가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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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했다. 롯데캐슬 TV광고에 탤런트 박상원 씨에 이어 지
휘자 금난새 씨를 기용했다. 경쟁업체들이 당대 톱스타라 불
리는 연예인을 앞세운 데 반해 롯데건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 음악가를 내세운 홍보 전략을 펼쳤다. 4년여 뒤인 2006년
4월, 롯데캐슬 브랜드 로고를 바꾸었다. 기존의 독수리 문양
심벌을 유럽에서 전통과 명예를 상징하는 방패 안에 넣어 고
급스러움을 한층 더 강화했다. 독수리 문양이 진한 벽돌색 방
패 바탕에서 더욱 잘 드러났다. 개편된 BI는 전국 현장의 작업
장 펜스뿐 아니라 각종 사내외 제작물 등에 적용됐다. 2008년
8월 건설업계에선 처음으로 롯데캐슬 아파트 ‘브랜드 캐릭터’
를 개발했다. 이 캐릭터는 롯데캐슬을 상징하는 독수리 이미
지를 재미있게 형상화해 고객에게 친근감을 주었다. 브랜드
‘롯데캐슬’에 대한 찬사는 계속됐다. 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는
‘2006 한국 색채 대상’에 선정됐다. 또 2년 뒤에는 지식경제부
가 주최한 ‘2008년 상반기 우수산업 디자인 공모’에서 아파트
롯데캐슬 정문인 ‘캐슬 게이트’가 굿디자인(GD) 마크를 획득했
다. 브랜드 ‘롯데캐슬’의 성공 신화는 지금도 업계에서 회자되
고 있으며 롯데건설인의 도전과 열정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
2008년 8월 개발한 롯데캐슬 아파트 ‘브랜드 캐릭터’.
독수리 이미지를 재미있게 형상화했다.
아빠 브레이글, 엄마 스위블, 누나 완다, 남동생 원보로
이루어진 가족들이다.
━
해운대 중동 롯데낙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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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캐슬 및 낙천대 광고.
롯데건설은 듀얼 브랜드 전략을 펼쳐나갔다.

그해 7월 서울 6차 동시분양은 가히 롯데낙천대의 잔치였다.
롯데건설이 동작구 사당동과 양천구 신정동에 선보인 롯데낙
천대아파트에만 모두 3만 5,000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낙천대
는 분양가가 저렴한 데다 전원형 아파트라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롯데낙천대’의 성공은 분양가 자율화시대에 천편일률
적인 주택시장이 소득 유형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는 사실
을 보여준 셈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아파트에
적용한 ‘롯데낙천대’가 고객으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다.
2004년 6월, 이듬해에 입주할 예정인 양천구 목동 롯데낙천대
입주자들이 ‘롯데캐슬’로 브랜드를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
다. 이후 ‘롯데낙천대’를 ‘롯데캐슬’로 아파트 브랜드를 고쳐달
라는 민원이 잇따랐다. 고객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경우 그
에 따른 브랜드 관리나 법적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어 기존 입
주단지의 브랜드 변경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수십 억 원을 들여 조경과 마감재를 바꾸
면서까지 브랜드를 바꿔달라고 하자 롯데건설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목동 ‘롯데낙천대’가 ‘롯데캐슬 위너’로
브랜드를 바꾼 뒤 아파트값이 상승해 브랜드 교체 효과를 톡
톡히 보았다. 이후 롯데건설은 주민의 전체 동의가 이루어진
단지에 한해 ‘롯데캐슬’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다.
2006년 들어 브랜드 교체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
시장 교란을 부추기자 정부는 오래된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행위를 금지키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건설교통부(현 국토
교통부)는 공동주택의 부적절한 표시변경을 금지하고 필요할
경우 감독권을 발동할 것을 밝혔다. 또 증축이나 개축, 복도식
아파트의 계단식 전환 등 건물의 내용 변경 없이 아파트 벽에
새 이름을 달거나 단지의 명칭을 바꾸는 행위를 금지했다. 심
지어 위반한 단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한 제재를 가하
면서 브랜드 교체 바람은 점차 수그러들었다. 롯데건설은
2007년 이후 듀얼브랜드 체제를 포기하고 단독브랜드 ‘롯데캐
슬’만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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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행진, 외형 성장
기존 아파트 시장의 강자였던 주택건설업체들이 IMF 경제 위
기의 파고에 쓰러지면서, 주택시장은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했
다. 롯데건설은 브랜드 ‘롯데캐슬’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안
정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앞세워 서울지역 재건축시장에서 돌
풍을 일으키며 새 강자로 떠올랐다. 서울의 중심 여의도에서
주상복합 재건축 1호사업인 여의도백조(406세대)와 여의도미
주(445세대)를 수주했고, 롯데건설 본사와 담을 마주한 잠원
동 설악아파트 재건축(256세대)도 치열한 경합 끝에 수주했
다. 1999년에만 14건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수주, 9,200
여 세대의 물량을 확보하고 수주금액이 1조 원을 넘는 실적을
거뒀다. 뒤이어 2000년에는 서울 강동의 최대 규모 사업장인
강동시영(3,226세대)과 잠원동 2차(434세대) 사업, 부산의 대
규모 사업장인 구서동 재건축사업(3,474세대)에서도 조합원들
로부터 선택을 받는 등 재건축 시장에서만 총 8,421세대, 수주
금액 1조 1,000억 원을 달성했다.
2001년부터 롯데건설은 재건축 수주 빅3로 손꼽혔다. 이 같은
무서운 성장세는 정도경영을 통한 재무 건전성, 지속적인 기
술개발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일반아파트와 차별화
된 고급아파트를 원하는 시장 수요를 읽어낸 것이 주효했다.
잇따른 분양 성공으로 롯데아파트의 고품질 이미지를 확고하
게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시장에 뛰어드는 전략이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2001년에도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많
이 가졌던 서초삼익 재건축사업(990세대)과 청담삼익 재건축
사업(909세대), 삼성해청 재건축사업(713세대) 등에서 시공사
로 선정됐다. 이 해에는 1만 4,315세대, 수주금액 1조 7,000억
원을 달성함으로써 전년대비 150% 상승된 실적을 보였다. 서
초·강남의 재건축시장에서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잇따르자 시민들은 새 신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놀라
워했다. 재건축 수주시장에서 롯데건설이 업계 수위 컨소시엄
을 제치고 강동시영1차의 시공권을 따냈을 때 한 경제신문이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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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시장에서 롯데건설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시민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말했다.
━
2000년 롯데건설이 서울 강동시영(3,226세대) 시공사로
선정된 것을 알리는 현수막

한편 외주 및 자체사업에 있어서도 활기를 띠었다. 용인수지
롯데낙천대(992세대)를 비롯해 부산 화명택지지구에 대규모
로 공급한 화명롯데낙천대(1,950세대), 서울 화곡동 우장산롯
데낙천대(1,164세대)를 수주, 공급했다. 서울의 아파트 청약
규제와 아울러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 등으로 주택시장은 잠
시 소강상태를 보였다.
이후 주택시장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분양에
나선 롯데캐슬골드(400세대)의 경우, 청약을 위해 몇 시간씩
이나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하며 344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주택 역사상 진기록을 작성했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8년
동안 롯데건설이 공급한 전체 물량은 1만 8,000여 세대였다.
그런데 1999년에서 2001년까지 3개년 동안 1만 9,000여 세대
를 공급했다. 특히 2002년 한 해 동안 1만 1,000여 세대를 공
급하는 등 주택사업의 외형이 급속도로 커졌다. 이 기간 동안
수주 물량은 거의 매년 50% 늘어나는 성장세를 보였다. 회사
성장과 더불어 직원의 사기도 크게 진작됐다. ‘우리가 최고’라
는 자부심과 함께 어느 경쟁사와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다.

지방에도 쌓이는 ‘롯데캐슬’의 명성
IMF 경제위기의 먹구름이 걷히고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확산
되자 주택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2002년부터 정부는 부동
산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특히 8·9 부
동산 투기대책에서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의 규제책을 내놓았다. 시행일이 2003년 7월로 정해짐에 따라
건설사들이 서울의 재건축사업장들에 대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주 실적이 올라갔
으나 이내 수주 절벽에 내몰렸다.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롯데건설은 1999년부터 종로구의 랜드마
크 사업장인 황학동 재개발(1,833세대)에 공을 들여 수주한 바
가 있었다. 따라서 이미 재개발시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보다 인허가 절차와 추
진과정이 어렵지만 재건축시장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졌다. 롯데건설은 재개발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
타냈다. 용두동재개발(435세대), 불광동재개발(588세대), 효
창5구역(478세대) 등 서울의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인천 소사3
구역(1,534세대), 부산 주례2구역(948세대), 부산 감천2구역
(1,810세대)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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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광롯데캐슬

롯데캐슬의 인기몰이는 부산 다대택지지구에 대규모로 분양한
롯데캐슬몰운대 사업장과 대연2 재개발사업에서도 이어졌다.
다대롯데캐슬몰운대는 다대포와 영도, 낙동강 을숙도, 다대포
해수욕장의 전경을 볼 수 있는 3,462세대 대단지였다. 롯데건
설은 주변의 멋진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별도의 전망대를 설
치한다는 마케팅 전략을 내세워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주택
시장이 다소 냉랭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다대롯데캐슬몰운대
는 강력한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높은 청약률과 함께 조기
분양됐다. 대연2구역 재개발사업도 3,149세대의 대규모 사업
장으로 롯데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업체 6개 사가 치열한 수주
전을 벌인 곳이었다. 롯데캐슬의 브랜드 파워와 부산에서의
성공이 수주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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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정부 규제와 서울 재건축시장의 물량 감소는 롯데건설
의 발길을 지방으로 돌리게 했다. 2000년 부산 구서동 재건축
사업(3,474세대)과 부산 화명롯데낙천대(1,950세대)는 지방
시장 진출의 초석을 놓는 기회가 됐다. 2002년 대구의 메트로
팔레스 사업(3,240세대)의 성공적인 준공도 대구시장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과
대구 중심의 지방시장에 집중하면서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을 합해 3만 9,825세대를 공급했다. 그 덕분에 경쟁업체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부산시장에서는 막강한 경쟁력을 지니
게 됐다. ‘구도 부산(球都 釜山)’에서 프로야구단 롯데자이언츠
인기도 롯데캐슬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부산에서
얻은 롯데캐슬의 인기는 인근의 경남·북으로 파급됐다. 울산,
김해 등에서도 롯데캐슬의 돌풍이 일어났다.

━
어려움을 이겨내고 완공된 대구메트로팔레스.
대구 시장진출의 기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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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롯데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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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제부터 고객만족경영이다

고객의 마음 사로잡아
고객은 기업을 유지시키는 가장 큰 자산이다. 따라서 궁극의
기업목표는 고객만족에 있다. 경영의 모든 부문을 고객 입장
에서 생각하고 만족시켜야 한다. 롯데건설은 고객을 호텔같이
좋은 곳에 모시고 싶었다. 그래서 ‘호텔 같은 아파트’를 제안
했다. 이를 지키기 위해 품질지향주의 콘셉트를 밀어붙였다.
롯데건설이 갖춘 시공능력 및 품질관리의 우수성은 이미 대외
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1999년 2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우
수시공업체로 선정된 것이 한 예로 볼 수 있었다. 목포 연산아
파트 4공구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동안 공정별 품질관리지침과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아파트 품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였다.
시공능력 향상뿐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롯데건설은 고급화 트렌드 속에서 향후 주거문화의
중심 콘셉트는 자연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여기에 초
점을 맞춰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반영해
도심 속 자연이 숨 쉬는 주거공간을 만든다는 목표로 환경 친화
적인 설계를 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테마별 공원과 다양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등 커뮤니티 공간을 대폭 강화했다.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 힘쓴 결과, 한국표준협회가 선정하는
2001년 한국서비스대상(Korea Service Grand Prix) 수상
기업에 롯데건설이 포함됐다. 또 이듬해 5월에는 여성들이 선
호하는 아파트브랜드 1위로 ‘롯데캐슬’이 뽑혔다. 여성잡지인
<우먼타임즈>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 여성소
비자들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였다. 이 조사
는 전국 6대 도시의 20~49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
졌으며 ‘롯데캐슬’의 선호비율은 35.2%였다.
롯데건설의 독특한 고객서비스는 각광을 받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여성 전문서비스 전담반이 손꼽혔다. 2001년 처음 가
동했는데 입주자들은 일반 직원이나 현장 기술자에게 불만을
말하기보다 이들에게 요청해 서비스를 받는 것을 좋아했다.
이 같은 호응에 힘을 얻은 여성 전문서비스 전담반은 지속적
으로 조직을 보강하고 활동영역을 넓혀 나갔다. 여성 전담반
의 활동은 업계의 A/S 차별화 경쟁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
다. 여성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롯데건설의 노력은 계속
됐다. 2002년 정식으로 LSP(Lady’s Service Part, 여성 고객
서비스 전담반)를 창설했다. LSP는 입주자들이 편하게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팀 전체를 건축과 설비를 전공한 기술
95

LOTTE E&C 60th Anniversary Edition
━
한국표준협회 주최 2002년 서비스대상 수상.
2019년 현재까지 18년 연속 수상의 대기록을 세웠다.

자 출신 여성들로 구성했다. 이들의 활약으로 애프터서비스
개념이 정착돼 입주 후까지 하자를 책임지는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LSP들에 의해 직접 보고되는 지적 사항은 즉
시 시정하도록 했다.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한 LSP 활동
은 기업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3S운동을 전개해 업계의 본보기가 됐다.
3S는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세 가지 기본 태도로
‘Service(봉사), Smart(단정), Smile(친절)’을 가리켰다. 고객
에 대한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삼고 항상 단정한 태도와 웃는
밝은 얼굴을 보이자는 것이었다. QCP(품질관리반)의 활동도
고객의 찬사를 받았다. 이들은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한 품질
유지 점검, 개선 평가교육 등을 담당했다.

96

2003년 초, 롯데건설은 ‘소비자 만족을 통한 초일류 기업으로
의 도약’을 경영전략으로 설정했다. 조직문화 쇄신과 내부 시
스템 개선으로 고객만족경영을 펼친다는 방침이었다. 고객만
족경영의 개념이 충실히 반영된 롯데캐슬아파트는 고객을 매
료시켰다. 주택시장에 불황의 그늘이 짙어질수록 롯데건설의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은 더욱 빛을 발했다.
롯데건설은 그간 활발한 사회사업을 펼쳐 왔다. 사내 성금모
금 활동과 연극, 음악회, 각종 전시회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서 생성되는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도 고객의 신뢰를 얻는 요
인으로 작용했다. 사내 여직원 모임인 ‘한샘회’는 여직원 복리
를 위한 자치단체로 매년 일일 찻집을 열어 수익금을 복지단
체에 기부하거나 견본주택의 비치물을 경매해 불우이웃성금을
마련했다. 매년 크고 작은 풍수해 때마다 롯데건설은 회사 차

━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롯데건설은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원에서 복구 건설장비 지원이나 성금 기탁 등으로 사회 참여
에 열성을 보였다. ‘1사1촌운동’을 펼쳐 도·농 교류에도 앞장
섰다.
한편 2001년 10월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사내에 윤리사무국을
신설했다. 사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임원급 이상이 윤리위원
으로 참가한 윤리위원회도 구성했다. 윤리위원회는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우수사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업무를 다뤘다. 윤리경영의 효과는 오롯이 전달돼 고객 신뢰
를 얻는 밑거름이 됐다.

프로세스 혁신이 경쟁력, 전자조달시스템
롯데건설은 2001년부터 전략적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기 시
작했다. 그 첫 단계로 국내 건설산업 분야를 통틀어 처음 기업
*
구매카드 제도를 도입, 전면 시행해 어음 결제를 없앴다. 이
와 병행해 조달프로세스 혁신을 단행했다. 먼저 자재부서 내
조달프로세스 혁신 프로젝트팀을 신설했다. 이 팀에서는 원가
절감과 시간단축 방안을 연구했다. 그 결과에 따라 건설업의 특

성에 맞게 파트너사 등록에서부터 전자계약, 세금계산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달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객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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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사내 여직원 모임인 ‘한샘회’가 가장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펼쳤다.

조달업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002년 조직개편 시 관리본부
산하 자재팀 내에 구매, 계약, 자재관리의 3개 조직을 확대 편
성했다. 그해 12월에는 5억 여 원을 투입, 국내 건설회사 중 처
음으로 파트너사 관리에서 정산까지 조달분야 전 업무에 걸쳐
온라인화가 이뤄졌다. 건설업계 최초로 원스톱 전자조달시스
템(e-procurement)이 구축됨으로써 파트너사 등록, 온라인
현장설명회,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한 곳에서 가능해졌다.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이후 자재팀 직원들은 주도적으로 자신
의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고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률이 97%까지 올라 업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됐다.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의 효과를 비용 측면에서 따져 보면 운영 첫해인
2003년 한 해 동안 인지세 12억 9,000만 원과 인건비 등 관리
비용 20억 원을 절감했다. 여기에 파트너사의 인지세 4억
1,500만 원과 관리비용 5억 원도 절약됐다. 단순히 비용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도 좋아졌다. 인지 첨부나 문서 수

* 기업구매카드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받은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뒤 그 내역을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로 보내면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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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등 단순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종전보다 높은 수준의 고
부가가치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또 웹 기반의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입찰, 계약, 구매, 제증명발급 등 업무 전반에 투명
성이 확보됐다. 아울러 관련 서류를 창고에 보관하고 분류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고 파트너사가 업무 협의를 위해 수차
례 롯데건설 본사를 찾아오는 불편이 해소됐다. 해마다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연간 수십억 원의 비용절감과 업무처리 시
간단축 효과를 거두자 국내 유수의 건설사들에서 벤치마킹을
하기에 이르렀다. 롯데건설은 시스템을 개방해 조달프로세스
혁신을 건설업계와 공유했다. 또 기존 시스템에서 내부 사용
자와 파트너사 편의를 위해 입찰과정을 개편하고 보안을 강화
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자재팀은 2005년 6월 2차 프로세스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건
설업 전자보증서제도를 도입하고 기성실적증명을 전자 발급토
록 하는 등 모든 건설 조달업무의 프로세스를 혁신했다. 조달
업무의 프로세스 혁신으로 2005년 12월 산업자원부가 개최한
전국품질경영대회에서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06년 5월 국토해양부 주최 제1회 건설업체 우수혁신사례대
회에서 대상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건설산업 계약 업무
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로를 대외적
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
2007년 11월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98

그해 9월 초,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개관 기념으로 개최된
‘2005년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도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했다. 서울시 대표로 참가한 롯데건설 분임조는 조달업무
효율성 향상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듬해 1월에는 건설사 최
초로 건설 관련 모든 협회의 건설 기성실적증명서를 인터넷으
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같은 해 3월 건설사 최초로 파트
너사의 공법 제안이나 공기 단축으로 인한 성과 발생 시에 성과
공유제도를 시행했다. 롯데건설은 성과 공유 사례를 인정받아
2010년 제2회 성과공유제 우수사례 단체우수상을 수상했다.
2011년에도 제6회 건설업 창의혁신경진대회에서 성과공유제
최초 시행의 성과를 인정받아 은상을 수상했다.

한편 2006년 7월 전 산업계 최초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의
온라인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파트너사의 근재보험증권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파트너사 비용절감을 위한 조치였다.
롯데건설 전자조달시스템과 제일화재의 근재보험증권 전산을
연동하여 전 산업계 최초로 근재증권 업무를 온라인화한 것이
다. 파트너사의 수수료가 약 15% 인하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가게 됐다. 또 이듬해 2월부터는 파트너사 평가에 대한 전 과정
을 온라인화했다. 이 같은 혁신적인 조달프로세스는 롯데건설
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도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했다.

LOTTE E&C History

3. 쉼 없는 도전이 정상으로 이끌다

‘롯데’를 돋보이게 하는 건축의 힘

━
골프장 조성의 경험과 노하우는
2002년 롯데스카이힐 제주
CC 건설공사 등 많은 골프장 건설
공사를 수주하는 밑거름이 됐다.
━
롯데호텔제주 전경

그간 롯데건설은 국내 최대 놀이공원인 롯데월드를 비롯해 백
화점, 마트, 호텔, 빌딩, 리조트, 공장 등을 건설해 ‘롯데’ 성장
의 길을 개척하는 첨병이 돼 왔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의 그
룹공사는 롯데의 성장세에 부응해 지속적으로 건축사업 확대
를 꾀했다. 1999년 6월, 롯데건설은 롯데백화점이 발주한 마
그넷 청주점과 구리점을 준공했다. 청주점은 전체 면적 5만
4,275㎡, 지하 4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수도권에
치중하던 롯데마그넷이 최초로 지방 상권에 출점하면서 이루
어진 공사였다. 6호점인 구리점은 매장면적 1만 230㎡ 규모로
지어졌다. 2000년 4월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단지에서
롯데호텔제주 개관식이 열렸다. 개관식에는 신동빈 당시 롯데
부회장을 비롯해 우근민 제주도지사, 노신영 롯데복지재단 이
사장, 하츠코 여사(신격호 명예회장 부인), 임승남 사장 등 많
은 귀빈이 참석했다. 총 투자비 1,980여 억 원이 투입됐고,
지상 12층 연면적 7만 2,600㎡ 규모에 500여 객실이 들어
섰다. 카지노, 면세점, 사우나, 체력단련실, 수영장 등 부대시설
등도 갖추어졌다.
99

━
2007년 러시아 모스크바에 지은 롯데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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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롯데백화점 강남점은 증·개축 공사를 마쳤다. 기
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보수와 보강만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 공사는 건물 리뉴얼공사에 대한 노하우
를 축적하는 데 소중한 경험이 됐다. 2001년에는 롯데마그넷
(현 롯데마트) 사하점, 화명점, 화정점, 상인점, 익산점, 유성
점, 영등포점, 금천점, 오산점, 중계점, 첨단점, 천천점 등을
잇달아 수주, 시공을 했다. 또한 롯데백화점 포항점, 동래점,
안양점의 신축공사를 맡았다. 롯데건설은 ‘2002 국제 꽃박람
회’가 열릴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200실 규모의 콘도 건설 계획
을 세웠다. 충남도와의 부담금에 대한 협상 이후, 200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2000년 9월부터 271억 원을 들여 본격적인 콘
도 건립공사에 돌입했다. ‘오션캐슬(Ocean Castle)’로 이름 붙
여진 콘도는 특급호텔을 휴양지에 옮겨 놓는다는 신개념 즉,
‘콘도의 고급화’ 바람을 주도했다. 오션캐슬회원전용 비즈니스
센터, 컨벤션홀, 각종 연수공간 등을 갖추고 2002년 7월 개장
했다.

2000년 3월 부산 달맞이고개 입구에 위치한 32층 규모의 주
거용 오피스텔 ‘롯데캐슬비치’가 분양에 들어갔다. 경기회복으
로 인해 늘어난 부산지역의 고급주택 수요와 바닷가에 별장을
갖고 싶어 하는 외지인들의 욕구를 겨냥한 사업이었다. 대형
복합건물 혹은 고품질 건물의 시공 경험은 그룹 계열사는 물
론 고객사로부터 신뢰감을 얻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2002년
11월, 450억 원 상당의 건국대학교 병원 신축공사도 이미 이전
에 완료된 의료기관 공사실적 덕분에 수주할 수 있었다.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의 연면적 7만 452㎡에 840병상을 포함한
건물 공사에 착공해 25개월 만인 2005년 12월 준공했다.
2002년 4월에는 연세대학교 첨단과학기술연구관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1,471㎡ 규모로 계획
된 공사를 20개월 동안 진행했다. 2002년 전체 수주금액 4조
1,600억 원 중 그룹공사 비중은 5,438억 원으로서 전체 수주
금액의 13%를 차지했다. 이처럼 그룹공사 비중이 낮아진 까닭
은 국내 고급 주택사업 및 사무용 건축물 건설 실적을 앞세운

당시 초대형 위락단지 건립사업안은 롯데월드 맞은편 8만
5,950여㎡의 대지에 지상 36층, 지하 5층 규모로 짓는 것이었
다. 군용 비행장이 인접해 있어 30여 층으로 건축을 제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격호 명예회장은 그곳에 꼭 세계 최고
의 복합건물을 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2000년 초반, 러시아 건설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었
다. 러시아의 도시개발 붐은 롯데건설이 러시아 건설시장 진
출을 적극 모색하게 된 계기가 됐다. 롯데가 러시아 시장으로
의 진출을 결정하자 첨병으로서 롯데건설이 나섰다. 롯데는
1997년 모스크바 3대 상권으로 꼽히는 뉴 아르바트 지역에 부
지를 이미 확보해 두고 있었다. 모스크바 도심에 신축 건물용
부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부지로 평가됐다. 롯데의 러시아 진출은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대 규모의 자본 투입 프로젝트였다. 공사 1단계로 지하 4층
지상 21층 연면적 8만 4,700여㎡ 규모의 ‘롯데플라자’ 건물을
지었다. 2007년 완공과 함께 저층부 7개 층에는 초현대식 쇼
핑센터가 입주했고, 상층부 14개 층에는 인텔리전트 오피스가
들어섰다. 롯데플라자는 현지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과 세계적
다국적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이들의 러시아 사업 진출의 전초
기지가 됐다. 공사 2단계는 300여 실 규모의 최고급 5성급 롯
데호텔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롯데건설은 원청사로서 현지 러
시아 건설회사들에게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롯데플
라자와 롯데호텔 프로젝트는 롯데건설이 향후 러시아 사업에
필요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녔다.

2000년 8월에 이르러 롯데는 부산 중앙동 옛 부산시청 부지에
지상 107층 규모의 부산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
다. 부산시는 그해 11월 롯데쇼핑이 신청한 높이 464.5m인
107층에 연면적 45만 5,400㎡ 규모에 이르는 부산 제2롯데월
드 건축을 허가했다. 부산 제2롯데월드는 지하에 아이스링크,
테마파크, 헬스클럽 등의 위락시설, 지상 1~11층은 영화관 및
쇼핑몰, 그리고 지상 12~103층까지는 1,500실의 호텔을 갖춘
다는 계획이었다. 마침내 2000년 12월 부산 제2롯데월드 기공
식이 이루어졌다. 당시 1조 2,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
사가 완료되는 2005년 말까지 매년 50만 명씩 총인원 250만
명의 건설인력을 투입해 대규모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
었다. 2006년 8월 1단계로서 백화점과 영화관을 오픈하고,
2009년까지 호텔, 국제회의장을 오픈할 예정이었다.

초고층 건설의 큰 그림 그려
* 부산 롯데타운
1995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이래 1999년
건축심의를 통과한 부산 롯데타운은 2001년 착공했다.
2009년 타운 내 백화점 쪽만 임시사용 승인을 얻어
영업을 이어왔다.

롯데는 1987년 서울시로부터 부지를 매입, 롯데월드타워 건립
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각종 건축규제에 묶여 사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 급기야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받아 취득세
중과처분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듬해 5월에 이르러
서야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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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우위에 힘입어 여러 프로젝트를 수주했기 때문이었다.
그룹공사의 비중은 낮았지만 이는 향후 균형 잡힌 사업 포트
폴리오를 구축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
들여졌다. 이후 해외에서의 대형 복합건물 개발 및 수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부산 제2롯데월드 부지 외곽에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바닷물의 유입을 막는 차수공사에 들어가야 할 즈음, 순항 중
인 공사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공사를 위한 영도다리 철거
의 논리와 이를 보존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논란이 장기화되
는 통에 부산 제2롯데월드 건설공사는 하루 수억 원씩 손해를
보며 기약 없이 표류했다. 이 와중에 경기침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건설 일정을 수정해야만 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
도 롯데건설은 초고층 시공을 위한 첨단 구조기술 개발에 주
력하는 동시에 엔지니어링 능력 확대 및 혁신적인 기술개발의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부서에서 10여 명씩을 선발, 전문
가 그룹인 ‘초고층 추진단(High Rising Team)’을 구성했다.
초고층 추진단은 부산 제2롯데월드와 롯데월드타워 관련 업무
를 담당했다. 마천루 ‘부산 제2롯데월드’는 이후 ‘부산 롯데타
*
운’ 으로 정식 명칭을 변경했다. 놀이시설이 빠져 있고 롯데
월드타워와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부산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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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은 1995년 부지가 도시시설지구로 지정된 뒤 십여 년의
세월을 훌쩍 넘긴 2008년에야 매립공사 준공을 했다. 그리고
2009년 12월 부속건물인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개장됐다. 이후
롯데타운 아쿠아몰과 롯데마트 광복점을 차례로 준공했다.

해외건설시장의 재발견 : 일본 그리고
IMF 한파로 대다수 건설업체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다행히 1999년부터 우리나라 신인도가 조금씩
개선되면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파란불이 켜졌다. 롯데건설
은 해외사업의 본격적인 참여를 결정했다. 경쟁업체들이 보수
적 경영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 수주 확대를 위한 공격경영을
펼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1992년 일본 진출 이후 그룹공
사와 민간공사에 집중했으나 공사 분야를 넓혀 공공공사에 적
극 나서기로 했다. 그해 10월 롯데건설은 오사카시가 발주한
오사카지방재판소 합동청사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519㎡ 규모로 신축했다. 그 다음으로 가와
사키시 소방국 종합청사 신축공사를 수주했는데 롯데건설 지
분은 30%였다.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9,483㎡ 규모로
2002년 3월 준공했다.
2000년 들어서 ‘고향의 집 고베’라는 연면적 3,400㎡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단독으로 수주했다. 이후 수주활동 무대를 넓
혀 히로시마에서 후쿠로마치소학교, 후쿠오카에서 큐슈대학
국제교류플라자, 후쿠오카 국제회의장 등의 신축공사를 수주
했다. 이듬해인 2001년은 공공공사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
루었다. 10월에 수주한 후쿠오카 카시이주택 32호동은 최초
의 공공공사 단독 수주였다. 같은 달에 츄부국제공항을 수주
하여 롯데건설은 귀중한 공항 실적을 확보할 수 있었다. 12월
에는 대학평가 학위수여기구 본관 신축공사와 요코하마 히노
양호학교를 수주했다. 히노양호학교 신축공사는 롯데건설
(50%)과 현지업체인 마츠모토구미(30%), 사이몬(20%)이 각
각의 지분을 갖고 조인트벤처(JV)로 진행했다. 일본 공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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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경영 여건에 적응하지 못하는 건설업체는 도태하기
마련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려면
면밀한 시장 분석과 능동적인 사업 추진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즉,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롯데건설은 서남아시아 등지까지 수주활동 지역을
확대했다. 2002년 9월 방글라데시에서 49,7㎞의 페니-치타공
도로건설공사를 약 3,200만 달러에 수주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제2도시 치타공을 남북에 걸쳐 왕복 2차선으로
*
연결하는 공사로 사업 재원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의
차관이었다.
한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뉴아르바트 1단계인 롯데플라자
를 2003년 9월 착공했다. 백화점, 오피스로 구성되는 복합빌
딩이었다. 롯데건설이 러시아에서 처음 수행한 공사인 만큼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잘 극복하고 2007년 7월 준공했
다. 이어 2단계 공사인 모스크바 롯데호텔을 2008년 2월에 착
공했다.

*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6년
11월 창립됐다.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다.
*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수입운영보장제.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 적자 부분을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

일본에서는 2003년 12월 니가타현 시바타병원 신축공사를 수
주했다. 이듬해 1월에는 요코하마시 코우호쿠지역 하수도 정
비사업을 맡았다. 2009년 2월 준공했는데 이 사업은 롯데건설
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토목공사로 기록됐다. 일본에서
건축사업에 주력하던 롯데건설이 사업 다각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공사 중 실드공법을 적용한 것이 실
적 확보에 도움이 됐다. 이즈음 롯데건설은 일본에서만 11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잇단 수주는 롯데건설이 일본 건설

시장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2004년 3월 일본 후쿠오카시 제1합동청사 증축공사를 롯데건
설과 오바야시구미가 공동으로 수주했다. 큐슈지방 정비국이
발주한 공사로 롯데의 지분은 30%였다.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2007년 3월 말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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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롯데건설이 주간사로 수주한 최초의 공사로 2003년 6월
준공했다. 완벽한 시공으로 이듬해 12월 일본 요코하마 가나
가와현 건축콩쿨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요코하마시 우량
시공업체상도 받았다. 2002년 7월에는 시코쿠의 마츠야마 사
무소 청사 개축공사를 단독 수주했다. 대개 일본 공공공사는
공동도급방식으로 이뤄지므로 국내 건설사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더욱이 발주처가 국토교통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였다. 2004년 3월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쳤다.

성장의 길 닦는 토목사업
1999년 10월, 건설교통부는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시공능력 공시 대상업체 4,513개 사 가
운데 시공능력 평가액이 690억 원 이상인 135개 대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공공공사 금액 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었다. 이렇게 되자 롯데건설을 비롯한 시공능력 평가액 5,000
억 원 이상인 12개 업체는 50억 원 미만의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었다. 업체 수에 비해 공사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상
황이 벌어졌다. 업체당 공사물량이 IMF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예상한 대로 1999년 말 롯데건설이 받아든
토목사업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이듬해인 2000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마산항
제5부두 안벽 축조공사 2공구와 장항선 천안-온양온천간 복
선전철 노반개량공사를 수주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2001년 하반기 이후 SOC 예산의 추경 편성으로 다시 공공시
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롯데건설은 아파트 사업의 호조
속에서 공공공사 수주 역량을 강화해 토목사업 비중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
*

1994년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신설에 이어 1998년 MRG 도입
으로 민자사업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었다. 롯데건설은
1999년 SOC팀을 신설하고 새로운 공공시장의 진출을 모색했
다. 2001년 3월 롯데건설은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에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교통을 분산
시키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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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었다. 일산에서 퇴계원까지 36.3㎞ 구간을 민자사업으
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공사비만 1조 5,300여 억 원에
달했다. 롯데건설은 5공구를 맡아 수락산 터널 2.95㎞를 포함
한 5.2㎞ 도로를 시공, 2006년 6월 준공했다. 2007년 12월 전
구간이 개통돼 현재 운영 중이다.
2004년부터 건설교통부는 재정부담 완화와 사회 인프라 확충
을 목적으로 민자고속도로 10곳의 신설을 추진했다. 롯데건설
은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서울-춘
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추진했다. 공사 구간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에서부터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까지 총
연장 61.4㎞였으며 공사비는 1조 6,492억 원에 이르렀다. 8개
공구 중 롯데건설은 4공구를 주관으로 맡아 교량 6개소
(1,044m), 터널 2개소(912m) 등 7.3㎞를 시공했다. 2004년 8
월 착공, 2009년 8월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시공사들의 공기
단축 노력으로 1개월을 앞당겨 개통할 수 있었다. 이 고속도로
는 서울과 춘천을 오가는 시간을 40분 단축시켜 물류비용 절
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와 서울-춘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가운
데 롯데건설은 을숙도 대교,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 등
대형민자사업을 연이어 추진했다. 을숙도 대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강서구를 연결하는 왕복 6차선, 연장 5.21㎞의 해상

교량으로 부산신항과 기존 부산항 간의 원활한 수송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추진된 사업이었다. 2005년 1월에 착
공, 4,200여 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2010년 1월 준공했다.
다리 명칭을 정하는데 사하구와 강서구 주민들의 요구가 서로
달라 주민 공모를 통해 당초 명지대교에서 2009년 현재 명칭
인 을숙도 대교로 변경됐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경기도 용
인시 기흥구 영덕동에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헌릉
로까지 총 연장 22.9㎞에 공사비 9,558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롯데건설은 3공구를 맡아 2005년 10월 공사에 착
수, 2009년 6월 준공했다. 연장 3.94㎞에 이르는 공사 구간
내에 교량 7개소(1,259m), 터널 2개소(1,330m), IC 1개소 등
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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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외주 사업에서도 수주가 계속 이어졌다. 2001년 1월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선 건설공사 1공구를 수주해 교량 2.41
㎞ 및 정거장 185m를 포함한 연장 2.60㎞의 지하철 공사를 수
행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익산-장수 고속도로 공사 중 전라
북도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부터 소양면 신촌리까지 구간을 수
주했다. 11월 착공에 들어가 2007년 12월에 준공했다. 2001년
12월에는 성남시에서 발주한 연장 3.23㎞의 야탑동-서현동간
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해 2006년 11월 공사를 마쳤다. 2002년
2월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주한 수도권 제1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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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공사를 수주했다. 4월에 착공, 2004년 12월까지 225만
8,000㎡ 부지에 329개소의 수직가스 포집정, 11.1㎞의 수평
포집관, 83개소의 침하판 등을 설치했다.
수주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2004년 최저가낙찰제 낙찰
률은 59.7%로 전년 60.1% 비해 0.4% 더 떨어졌다. 정부에서
덤핑 입찰을 방지하고자 저가심의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공사
1건에 평균 4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등 높은 경쟁률은
변함이 없었다. ‘공공공사는 무조건 따놓고 보자’는 의식이 만
연해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바로 수익과 직결
돼 경영 안정성까지 위협했다. 롯데건설은 공공공사 중 수익
성이 높은 턴키사업에 참여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 마
련에 골몰했다. 2004년 3월 수영1호교 재가설공사를 수주했
다. 폭 45m 연장 180m 교량을 수영강 하구에 놓는 공사로
2008년 2월에 끝마쳤다. 2004년 12월에는 부산에 있는 녹산
배수 펌프장을 태영건설과 함께 수주, 시공했다. 연이어 이듬
해 1월 부산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 326공구를 수주해 선로
2,189m와 정거장 2개소를 시공하고 2011년 2월에 준공했다.
그 외에도 2002년 4월 롯데스카이힐 제주CC 건설공사를 착공
했다. 2004년 9월까지 172만여㎡ 부지에 총36홀 코스를 조성
하며 골프장 조성의 경험과 노하우를 계속 쌓아갈 수 있었다.
이는 청라 테마파크 골프장, 스카이힐 부여CC, 김포공항 대중
골프장, 세종레이캐슬 골프장 등을 수주하는 데 필요한 밑거
름이 됐다.

역경 속에서 피어난 열정의 롯데
롯데건설 주택사업은 아파트사업의 수익성이 비교적 양호해지
고 금융비용 부담도 대폭 경감돼 수익구조가 안정화돼 가고
있었다. 2002년 재건축사업의 본격화와 대형 도급아파트의 수
주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 덕분에 중기적으로 사
업의 외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재건축사업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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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자 선투입 자금의 회수와 분양 성공에 따른 분양대금의
유입 등으로 영업상 자금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불완전한 경기순환 등으로 업황의 변동
성이 여전히 상존했다.
2003년 들어서도 수익성 부동산이 활황을 이루고 있는 시점을
적절히 활용한 롯데건설의 사업전략은 맞아떨어졌다. 이에 따
라 철저한 사업 분석과 품질위주의 시공관리, 고객입장에서의
사후관리 등 차별화된 전략을 계속해서 추진했다. 시장에 급
작스런 환경 변화가 생겼다. 2003년 7월부터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과 아울러 아파트 후분양,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
분화 등을 앞뒀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은 재건축·재개발 수주
를 서둘러 추진했다. 한동안 재건축 재개발 수주시장의 공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롯데건설은 주택경기의 침체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
는 한편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공부문을 강화했다. 국내 신용
평가회사에 의뢰해 SOC투자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고 턴키사
업 수주팀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 신규사업 진출을 검토했다.
또한 업역 확대를 목적으로 2003년 2월 회사채 500억 원어치
를 발행해 2∼3년 후 닥쳐올 장기 불황에 대비했다. 그런데
2003년 말 임승남 사장 등이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되는 불미
스런 사건이 발생했다. 대선자금 수사종결 이후 거취를 놓고
고민하던 임승남 사장은 2004년 6월 말 결국 사임했다.
위기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롯데건설 임직원들은 위축
됨 없이 사업활동에 전념했다.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와 수
익성 위주의 사업수주에 주력해 경영실적이 호조를 보였다.
2004년 매출실적이 2조 7,134억 원으로 전년도 실적 대비
30%나 성장한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이익 면에서도 원자재
파동과 가격 급등의 열악한 조건에서도 2,022억 원의 실적을
거뒀다. 이 같은 눈부신 경영성과에 맞춰 회사는 연말 정기 상
여금과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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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이 희망이다

책임경영으로 혁신 속도 높여
롯데는 2004년 10월 1일자로 이창배 부사장을 롯데건설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했다. 그를 임명한 것은 성장 지향보다는 위
기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롯데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 이창배
대표이사는 (주)부산롯데호텔과 롯데물산(주) 기획관리실을
거쳐 롯데쇼핑(주) 건설사업본부 전무이사를 지냈다. 2001년
롯데건설 관리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04년 3월 부사장
에 이르렀다. 롯데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신동빈
부회장이 그룹 경영실무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조짐이
시작됐다. 신동빈 부회장은 롯데호텔 정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롯데월드타워 건설 등 그룹 차원의 프로젝트를 직접 챙겼다.
따라서 신동빈 부회장의 리더십에 힘을 보탤 롯데건설의 역할
은 더욱 증대될 것이 예상됐다.
이즈음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서고 있었다. 불황의
여파가 실제로 경영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우리 기업들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 안간힘을
썼다. 내수경기 침체의 직격탄이 곧장 건설업계로 날아왔다.
조업 단축과 인력 구조조정 등 감량경영의 회오리바람이 몰아
쳤다. 이창배 대표이사는 취임 일성으로 사업구조를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토목사업의 공공공사 수주를
위한 분발을 주문했다. 이후 전사적으로 수익성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로 내실을 다진다는 전략을 펼쳤다. 원가절감과 생
산성 향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방안 마련도 추진
했다.
롯데건설은 주택사업에 크게 편중돼 있었다. 따라서 안정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의 방향과 지
표를 재설정하고 기본 틀을 바꾸는 경영혁신이 절실히 요구됐
다. 우선적으로 조직과 인사부문에 대해 강력한 혁신 드라이
브를 걸었다. 조직 활력 및 사업 경쟁력 강화, 사업부문의 균
형 성장과 책임경영체제 기반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조직개편
을 완결 지었다. 롯데건설은 사업본부제 및 팀제를 도입하기
로 하고 토목사업, 플랜트사업, 건축사업, 주택사업, 해외영업
의 5개 본부로 편성했다. 각 사업본부의 초대 본부장을 정한
다음, 2005년 1월부터 32팀 45파트 2연구소 1지사 2사무소의
조직을 운용했다. 새로이 구축된 사업본부제를 조속히 정착시
키는 일이 급선무였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경쟁하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견고한 조직체계를 확립하는 데 경영상 초점이 맞춰
졌다.

━
이창배 사장 취임식. 이창배 사장은 조직체계 개편과
사업의 균형 성장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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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제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플랜
트사업본부의 신설이었다. 플랜트사업 조직을 집중육성하는
동시에 영업별 조직 확대로 사업 다각화를 실현한다는 전략
수립에 따른 조치였다. 플랜트사업본부는 산업플랜트에서 발
전플랜트, 화공플랜트로 점차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성
장 전략을 수립했다. 조직개편의 또 다른 특징은 하드웨어 위
주의 조직에서 소프트웨어 중시 조직으로 변환한 것이었다.
특히 각 본부별 기획기능을 강화한 점이 두드러졌다. 각 본부
산하의 기획팀은 시장분석 및 환경변화에 따른 민첩한 대응책
을 강구하는 역할을 했다. 조직 내 혁신사무국을 신설한 것도
신선했다. 혁신사무국에서는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방법으로
임직원의 사고 전환과 효율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 운용하
는 방안을 마련했다. 곧 우수한 준공 현장과 수주부서 등에 대
한 인센티브 지급제 시행을 비롯해 제안제도 등이 실시됐다.
한편, 급격한 외형 성장에 따른 관리 효율화와 윤리경영을 실
천하자는 취지에서 극기인, 지력인, 도전인, 성과인이라는 롯
데건설인의 표상을 만들었다. 도전적이며 신뢰받을 수 있고
모든 일에 책임감과 창조성을 지닌 롯데건설인을 구현하려는
노력으로 받아들여졌다.

━
인재상 확립과 교육의 대폭적인 강화, 평가제도의 확립 등
은 인사 혁신의 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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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은 2005년 수주목표를 4조 4,000억 원으로 정했다.
건설시장이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 사업
본부가 출범 첫 해이니만큼 의욕적으로 목표를 세운 결과였
다. 토목사업본부는 2005년을 수주 1조 원 달성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건설회
사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수주 실적이 전년도보다 감소하
지 않도록 각 사업본부는 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 수주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주택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안
정적인 턴키방식의 공공부문 수주나 제안형 공모 사업 수주에
더욱 힘을 쏟았다.
또한 2005년을 경영혁신의 원년으로 삼았다. 먼저 회사 외형
에 걸맞게 내실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구성원 스스로의 변화가
요구됐다. 임직원들은 모든 문제를 생존 차원에서 해결하겠다
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서 ‘자발적 참여와 혁신의
Vision 경영-Vision 2010’이라는 슬로건을 설정했다. 비전의
다섯 가지 구체적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2005년 경영목표를 달성한다.
둘째, 고객이 기대하는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실현한다.

‘Vision 2010’을 앞세운 임직원 2,500여 명은 자발적 참여와
혁신을 펼치는 가운데 경영목표 달성에 매진했다. 회사에서는
*
전 임직원 대상의 TPS 교육, 개선역량 강화 교육 등 국내외
집체교육을 비롯해 각종 혁신전문가 교육, 사내 수시교육과
회의, 개인별 면담 등을 활성화해 경영혁신의 동력으로 삼았
다. 또 본사와 현장의 시범적 혁신과제 발굴과 혁신작업 등을
부분적으로 진행했다. 구체적인 경영혁신은 조직뿐 아니라 인
사와 업무 등에서도 이뤄졌다. 인사 혁신은 인재상 확립과 교
육의 대폭적인 강화, 평가제도의 확립 등으로 확대 추진됐다.
업무 혁신 중 하나로 2005년 11월 전자결재 MOIN의 도입이
이뤄졌다. 전자결재 운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시행이
가능케 됐다. LENCIS(LOTTE E&C Innovative Information
System) 개발에도 힘을 쏟아 차기년도에 오픈한다는 계획이
었다. 2006년 4월 신제안제도 ‘飛翔(비상)’을 수립 시행한 것
외에 워크아웃 전개, 파일럿 과제 수행, 전담 학습 촉진자인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양성 등도 추진됐다. 각 사업본부
에서 추진한 경영혁신은 전사 공통부문과 각 사업부문별로 매
우 의욕적인 경영전략 전개와 구체적 실천의지로 드러났다.
특히 하부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안활동에서 큰 성
과가 있었다. 우수제안 내용은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돼 목표
달성을 가능케 하는 촉진제로 쓰였다.

시련을 이겨낸 주택사업의 값진 성과
* 토요타 생산 시스템
(TPS : Toyota Production System)
TPS는 직원들이 시간과 노동의 낭비를 없애고,
불량률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해 직접
아이디어를 내 만든 시스템을 일컫는다.

2005년 정부는 ‘8·3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분양
시장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신규 분양시장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대규모 청약 미달이나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됐다. 롯데건설은 하반기 사업계획을 다시 짜는 데 골몰

했다. 기간 목표계약률을 낮게 잡아 현금흐름도 보수적으로
다시 계획했다. 그런 와중에도 브랜드 강화와 유망사업 발굴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대형화, 고급화 전략을 통한 타깃 마케
팅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각오였다. 설계 및 인테리어, 입주자
서비스 등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고객에게 다가간다는 구상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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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구한다.
넷째, 인재육성과 개선 마인드를 함양한다.
다섯째, 영속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

TV 광고에도 변화를 줬다. 2005년 말부터 여성 톱스타 영화
배우 장진영 씨를 모델로 선정, 새로운 광고물을 내보냈다. 그
간 금난새, 안성기 등을 광고모델로 기용하면서 중후하고 다
소 남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면, 이때부터 사랑을 메인 테
마로 잡아 부드럽고 여성스러움을 표방했다. 장진영 씨를 내
세운 새 TV 광고는 프랑스 파리 인근의 성을 배경으로 제작했
다. 이 광고는 아름다운 고성(古城)이 많기로 소문난 프랑스
현지에서 열기구 등이 동원돼 화제를 불러왔다. 광고는 ‘열기
구’ 편과 ‘술래잡기’ 편으로 나눠 제작했다.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미분양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도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해 아파트 분양의 암흑
기가 찾아오는 듯했다. 그러나 호재가 있는 일부 지방 분양시
장은 실수요자들이 여전히 몰렸다. 롯데건설은 지방 재개발시
장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특히 부산에서 선전을 거듭해
많은 수주 실적을 거뒀다. 서대신1구역(753세대)을 비롯해 11
개 사업장, 2만 3,592세대의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재개발
수주는 건설사의 브랜드 파워, 시공 능력, 향후 재산가치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조합원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
다. 때문에 재개발 수주 실적은 주택시장에서 진정한 강자가
어느 회사인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였다. 2005년 10월
현재 롯데건설이 국내 10대 건설사 중 재개발 수주 분야에서 선
두를 달렸다. 서울·부산 13개 지역의 수주 현장에서 총 2만
2,648세대의 재개발 시공권을 획득했다. ‘롯데캐슬’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서울 강남권 등 핵심 요지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적한 롯데건설만의 노하우 등이 재개발 사업 수
주전에서 큰 위력을 발휘한 덕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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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들어서 정부는 중층아파트의 재건축을 적극 규제했
다.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그해 8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시공사 선정 시기
가 사업 초기로 앞당겨지고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동의 요
건이 완화된 것도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
다. 대형 건설사들은 재개발사업 수주에 힘을 쏟았다. 2007년
정부의 ‘1·11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 상황은 계
속 좋지 않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롯데건설은 아파트 사업
에서 택지 매입부터 인허가, 시공까지 일괄 책임지는 자체사
업 비중을 늘려 나갔다. 자체사업을 목적으로 용지 매입에 더
욱 박차를 가했다.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등 시장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 단순 도급공사만으로는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체사업이 도급공사에 비해 수익성
이 낫다는 점도 고려됐다. 향후 민간개발 택지가 줄고, 공공택
지가 늘어나는 것도 자체사업 비중을 늘리려는 배경이었다.
롯데건설은 늘어나는 회사 토지를 관리하고자 용지팀을 신설
했다. 용지팀에서는 행복도시, 김포한강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택지를 매입했다.
한편 2007년 1월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롯데쇼핑의 롯데마트 사업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였
다. 2009년 9월 착공에 들어가 아파트 993세대 및 업무·판
매시설을 지었다. 같은 달, 한국자산신탁에서 발주한 남양주
시 진접 아파트 신축공사도 수주했다. 2007년 6월 착공에 들
어가 484세대를 공급했다. 2007년 4월 조합원 투표 끝에 부
산 북구 화명주공 재건축 사업 재신임에 성공했다. 5년 전 조
합원에게 무상 지분 89.1㎡를 약속하고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가계약을 맺으면서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용적률 20% 하
락과 분양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무상지분을 69.3㎡로 낮추면
서 조합원과의 마찰을 빚었다. 전사 차원의 노력과 조합원을
만족시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공사로 재선정했다. 5,239
세대를 공급돼 2012년 6월 부산에서 가장 큰 단지로 탈바꿈했
다. 10월에는 대구 수성1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979세대를 수
주했다. 2013년 4월 착공에 들어가 2015년 8월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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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도 롯데건설은 서울·경기 등에서 3조 7,000억 원,
총 2만 2,193세대를 수주해 순항을 계속했다. 그러나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주 물량의 대부분이 부실화돼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특
히 이 시기에 수주된 금천 독산 특별계획구역 사업은 장시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PF 대출의 부담이 계속적으로 커져
자금 조달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이즈음, 아파트 브랜드 ‘롯
데캐슬’의 전속 모델로 배우 전지현 씨를 기용해 새 TV 광고를
만들었다. 티저 형식의 론칭 광고인 ‘꽃길’편과 ‘강아지’편 2종,
그리고 본 광고인 ‘예술’편 1종 등 총 3편을 구성했다. 브랜드
느낌이 훨씬 젊어지고 롯데캐슬의 ‘성(城)’이라는 상징적인 이
미지가 강조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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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의 약진, 그리고 과제
2005년 말 롯데건설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신규 수주실적 5
조 213억 원을 기록하며 향후 3년간의 일감을 확보했다. 주택
사업과 일반 토목공사 및 그룹공사의 수주 등에 힘입은 바 컸
다. 특히 건축사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 전년대비 46%가
증가한 9,050억 원을 수주했다. 안정된 그룹공사 물량을 바탕
으로 아파트형 공장, 백화점 증축 및 개보수공사, 친환경 몰링
파크, 리조트 등 사업 형태를 다변화해 지속적인 성장을 꾀한
결과였다.
건축사업본부는 조직체제를 새로이 정비하고서 실천적 전략의
하나로 아파트형 공장 시장에 뛰어들었다. 건강·품격·휴식
등의 웰빙 개념을 도입, 명품 아파트형 공장인 ‘NEW IT 캐슬’
을 전략적으로 앞세웠다. 2006년 6월 서울 가산동에 부지
7,590㎡에 연면적 4만 8,794㎡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형 공장
‘NEW IT 캐슬’을 분양하고 같은 해 12월 준공했다. ‘NEW IT
캐슬’에는 외부에서 2층과 바로 연결되는 별도 계단을 설치하
는 동시에 각종 회의와 세미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룸도 갖
춰 활용성과 실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5년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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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비뉴엘의 증축, 개보수를 마쳤다. 국내 상권 가운데 최고
중심지로 옛 한일은행 본점을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로 리
모델링하는 프로젝트였다. 2004년 5월 시작된 공사는 기존 업
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전환하는 공사라서 설비 공간을 넓히는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기존 건축물 슬래브
의 일부를 철거한 후 층고를 변경하는 등 대규모 첨단공법이
동원됐다.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인 만큼 기존 기둥을 건드
리지 않고 슬래브와 보의 층고를 조정한 후 다시 설치하는 것
이 공사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시공 경험은 이후 각종 건물의
증·개축 공사에서 노하우로 적극 활용됐다.

9월 준공했다.

2006년 6월 롯데쇼핑은 김포국제공항 스카이파크 조성 사업
의 본격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쇼핑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
라 편안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롯데몰’이라고 명칭도 정했다. 롯데건설은 스카이파크
건립공사를 맡아 지하 5층 지상 9층 연면적 31만 6,152㎡ 규모
인 대규모 복합몰을 2011년 12월 완공했다. 롯데몰 김포공항
은 정통 몰 방식으로 다양한 공간을 배치하고 자연생태공원인
‘스카이파크’를 조성해 국내 최대 친환경 몰링 파크를 만들었
다고 평가받았다.

그즈음, 민간 턴키 공사도 수주했다. 발주처인 원주시는 국방
부로부터 매입한 일산동 211 일대 옛 군인극장 부지 4,627㎡
에 민자사업으로 원일로프라자 건물을 짓기로 했다. 1997년
착공했으나 업체 부도로 1년 만인 1998년 11월 터파기 공사만
마친 채 중단됐다. 장기간 방치하다 원주시에서 자체사업으로
대규모 문화복합단지를 건립하기로 했다. 유동인구의 유입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였다. 2006년 6월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
정됐고 이듬해 5월 공사를 시작했다. 이번에도 공사 중단과 재
개를 거듭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2008년 3월에 이르러서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같은해 11월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
로 공사를 완료했다. 그 외는 기전부문에서 경부고속철도 전
기설비 공사를 120억 원에 수주했다. 이처럼 사업 형태의 다변
화로 건축사업의 수주 실적은 2006년 1조 4,676억 원에서
2007년 1조 8,918억 원으로 늘어났다. 공공사업의 성과는 전혀
없었다. 공공건축, 턴키·대안 사업부문의 후발주자로서 실질
적인 영업력 향상을 위해 연구와 노력이 요구됐다.

롯데건설은 2005년 기획 제안형 사업인 장암 스파를 수주했
다. 덕산 ‘스파캐슬’과 안면도 ‘오션캐슬’을 시공한 경험을 인정
받은 것이 장암스파 수주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롯데
건설이 책임 준공하고 사업시행 및 자금관리는 한국자산신탁
이 담당해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한 것도 또 하나의 수주 성공
전략이었다. 리조트단지는 2006년 8월 의정부 장암동 3만
8,366㎡ 부지에서 공사를 시작해 콘도 531실과 호텔 101실이
꾸며졌다. 테마형 워터파크, 스파 그리고 휴식시설 등을 조성
한 뒤 2009년 11월 준공됐다. 대형 복합리조트는 ‘아일랜드 캐
슬’이라는 이름으로 개장했다. 2006년 12월 롯데건설은 강원
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 155-62 일대인 강원도 정선리조
트 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4만
4,787㎡ 규모의 건물에 콘도미니엄 339실과 부대시설 등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었다. 2007년 5월 공사에 착수해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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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롯데제과가 그룹의 모태 사업장인 영등포공장에
신사옥 건립을 본격 추진했다. 영등포공장은 1996년 2월 완공
됐는데 지금의 롯데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곳인 만큼 그룹 차
원에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곳이다. 롯데제과 신사옥 건립
에 신격호 명예회장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신사옥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21-1 번지 외 3개 필지 7,020㎡에 그 조
성 계획을 세웠고 2008년 3월 착공,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
로 2010년 2월 완공했다.

땅 다지듯 안정 다진 토목사업
롯데건설은 내수 부진과 정부 규제정책의 영향 등으로 주택시
장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50%에 달하는 주택사업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공공공사 비중이 높은 토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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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 1공구 현장. 강원지역의
교통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
2008년 7월 난지한강공원 특화사업 건설공사를 수주,
2010년 6월 준공했다.

사 수주를 확대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였
다.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2005년부터 사업본부제가 시행됨
에 따라 토목사업본부는 수주와 매출을 늘려 나가는 데 총력
을 다했다. 특히 민자와 턴키 사업 추진에 집중해 수주 확대와
수익성 향상을 동시에 꾀했다.
2005년 하반기 정부의 ‘8·31대책’ 여파로 주택시장이 크게 위
축되자 여타 건설업체들도 토목사업 수주에 주력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 부족으로 공공공사 추진마저 차질을 빚었다. 그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는 외상 공사 등 출혈을 감수하거나 현장
인력과 장비를 대폭 축소하면서까지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했
다. 하도급 업체까지 경영 부담이 그대로 전달됐다. 이처럼 열
악한 수주 환경에서도 롯데건설은 차근차근 수주 실적을 쌓았
다. 2005년 1월 성남도촌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시작으로,
5월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경전선 복선전철 및 부
산신항 배후철도 노반건설공사 2-2공구를 677억 원에 수주했
다. 경전선 5.36㎞와 부산 신항선 4.19㎞의 철도 노반시설을
시공해 부산과 경남 중부권을 잇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했다.
그해 하반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분당-내곡 도
로이설공사, 동탄-병점 도로건설공사, 광명소하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용인보라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등을 연이어 수주
했다. 일반 외주공사는 도로 및 철도, 택지, 조경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수주가 이뤄져 3,000여 억 원이 넘는 수주금액을 기록
했다.

고품질 시공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롯데건설은 2006년 6월
건설업체간 상호평가를 통해 조달청으로부터 협력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그 덕분에 5월 31일 입찰공고분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최대 2점 가점 혜택을 받게 됐다. 그해 10월 인
천남항 3만 톤급 다목적부두 및 지상시설 건설공사를 353억
원에 단독 수주했다. 접안부두 259m, 연결호안 57m를 시공
해 2009년 5월 준공했다. 2006년 12월에는 서울의 서초구 양
재동(화물터미널 입구)에서 염곡동(헌릉로 입구)에 이르는 연
장1.69㎞의 헌릉로 연결도로 건설공사를 364억 원에 수주했
다. 국가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도로 구간이 있
어 시공 시 교통장애 발생으로 엄청난 물류 비용과 민원이 발
생될 것으로 예상되자 비개착식 지하차도 시공으로 난제를 풀
어내며 2013년 6월 준공했다.
2007년 2월 경상북도에서 발주한 화서-화북 도로건설공사를
444억 원에 수주했다. 8월에는 경부고속철도 노반건설공사
10-3B공구를 638억 원에 수주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
동에서부터 가천동까지 교량 1개소와 터널 3개소를 포함한 고
속철도 4.38㎞에 대한 공사를 2011년 12월에 마쳤다. 2007년
10월 진주-마산 고속도로 확장공사 5공구의 8.4㎞ 구간을
627억 원에 수주했다. 기존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
로 2011년 12월 끝마쳤다. 2007년 11월에는 평창-정선 도로건
설공사 1공구를 485억 원에 수주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주경기장까지의 접근성 향상과 평창, 정선, 영월 등 낙후된 강
원지역의 교통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된 프로젝트였다. 터널 1
113

━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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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1,245m) 및 교량 2개소(379m)를 포함한 4.14㎞ 도로를
2015년 12월에 준공했다. 롯데건설은 2008년 익산지방국토관
리청으로부터 우수 건설업자로 지정됐다. 전년도 준공한 16개
현장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에서 롯데건설이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우수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능력 평가액이 2% 가산됐다. 이 해 1월부터 부산신항 북
컨테이너부두 임항철도 건설공사를 189억 원에 수주하며 순조
로운 출발을 보였다. 2월에도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사업 조성
공사 2공구를 626억 원에 수주하는 등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
다. 8년의 공사기간을 넘기며 2016년 4월 준공했는데 공사비
가 최초 대비 두 배 늘어난 1,227억 원에 이르렀다. 2008년

9월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5공구를 596억
원에, 12월 진주혁신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를 599억
원에 수주하는 등 대형 택지개발사업의 명맥을 이어나갔다.
이보다 앞선 7월에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하나인 난지한강공
원 특화사업 건설공사를 370억 원에 수주해 공사에 돌입했다.
2010년 6월 준공까지 77만 6,000㎡ 대지에 랜드마크인 거울
분수를 비롯해 강변물놀이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여가·레저
시설을 설치했다.
일반 외주공사 수주의 호조 속에 민자사업의 추진도 이어졌다.
2005년 항만분야의 민자사업을 새롭게 개척, 인천북항 잡화부

추진이 활기를 띠었다. 이는 토목사업의 수주 규모 확대와 수
익성 향상의 원동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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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2만톤급 1선석과 2선석 건설공사를 진행했다. 1선석은 접
안부두 210m 연결호안 115m를, 2선석은 접안부두 420m 연
결호안 149m를 시공했다. 이듬해 3월 울산신항 남항부두 공
사를 수주, 2만 톤급 1선석 부두를 시공했다. 도로사업 수주
추진도 계속됐다. 2005년 12월 평창올림픽을 대비해 인천에서
강원도까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도권 남부 교통난을 개선하
기 위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됐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까지 4,100여 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21.82㎞ 도로를
신설했다. 이듬해 9월에는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공사비 3,974억 원을 투입, 경상남도 진해시 남문
동에서 김해시 진례면까지 4차선 15.26㎞ 도로를 신설했다.
부산신항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입구인 칠서IC까지 운행시간
을 단축해 물류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이후 2007년과 2008
년에도 창원-부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건설공사,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공사, 서
수원-의왕 도로건설공사 등 전략적 제휴로 대형 민자사업의

하지만 2007년 6월부터 입찰 시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내 대
형 건설사 간 컨소시엄 금지라는 정책 변화로 턴키사업에 위
기가 찾아왔다. 수주 확대와 수익성 향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턴키사업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했다.

공모형 PF 및 기획제안형 사업, 그 시작과 끝
2000년대 중반, 건설사들은 부동산정책 및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택 분양사업에서 벗어나 업역을 넓히고 Value Chain
을 구축하는 사업 구도의 형성 방안을 모색했다. 롯데건설도
주택사업 외의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는 사
업 방식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 일환으로 2005년 주택사업본

━
인천 청라지구 테마파크형 골프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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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내에 기획개발사업팀을 신설하고, 기업도시 및 공모형 PF
사업 등의 신규사업 영역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옛 한국토지공사는 2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지구 내
상업업무 용지를 개발하면서 공모형 PF 구도로 사업자를 모집
하고 있었다. 원활한 부지매각 및 상업기능을 조기에 활성화
한다는 취지였다. 사업은 공모에서 선정된 건설출자자, 재무
출자자, 전략적출자자 컨소시엄이 설립한 PFV가 각 출자자들
의 역할 하에 개발 및 운영까지 시행하는 구도로 추진됐다. 이
는 상업·업무용도 중심의 대단위 복합단지 개발사업에서 기
존의 사업방식이 아닌 건설투자자로서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하
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구도는 시공사가 사업업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면서 건설사들이 공모형 PF에 경쟁적으
로 뛰어들었다. 유통 계열사를 보유한 롯데건설은 컨소시엄에
참여해 사업 기회의 확보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

2005년 국토균형 개발의 취지에서 정부가 ‘기업도시특별법’
을 제정하면서 기업도시 사업이 시작됐다. 기업도시 사업은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추진하여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지자
체와 기업이 협력해 자급형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
다. 2005년 7월 무안, 충주, 무주와 함께 원주기업도시가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제안자의 일원으로 참여한 롯데건설
이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

* 기업도시특별법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해
공공복리 수준을 높이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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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은 공모형 PF사업 및 기획제안형사업 등의 신사업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해 주택사업본부 내 기획개발사업팀을
2006년 3월 기획개발실로 독립시켰다. 그 후 기획개발실은
2007년 3월 도시개발팀, 복합단지팀, 신사업개발팀를 산하에
두는 형태로 개편됐다. 이들 팀들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
결과, 2006년 8월 높은 경쟁률을 보인 인천 청라지구 테마파
크형 골프장 사업을 시작으로, 청라 국제업무타운(2006년),
광주 수완지구 호수공원 쇼핑몰(2006년), 판교 신도시 중심상
업용지 사업(2007년), 용산 국제업무지구(2007년), 파주 운정
복합단지(2007년), 은평 뉴타운 중심상업지구(2008년), 수원
광교파워센터(2008년) 등에서 잇따라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성공했다. 또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일원 약 530만㎡에 이르
는 부지에 지식산업용지·주거용지·상업업무용지·지원시설
용지 등을 조성하는 기업도시사업에서도 원주시, 재무 출자자
및 타 건설 투자자와 함께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SPC인 ㈜
원주기업도시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롯데건설은 다양한 신사업분야에서 앞장서 나갔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는 2006년 세운상가 4구역 시공자로 선정됐고,
2008년 회사에서 처음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한 청량리
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도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리고
울산강동리조트, 정선리조트, 영종도리조트 등 리조트 사업에
도 참여했다.
이처럼 롯데건설은 공모형 PF 및 기획제안형 사업 등의 신사
업에서 엄청난 외형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양호했던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수주한 공모형
PF사업과 기획제안형 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를 맞이하면서 가시밭길로 접어들었다. 진행 중인 대부분
의 공모형 PF사업이 진통 끝에 중단되면서 자금을 조달한 출
자자, 특히 PF 조달금액에 신용 보강을 해줬던 건설사는 큰 손
실을 감내해야 했다. 또한 산업용지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야 했던 기업도시도 사업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부 리조트사업은 투자비 회수도 다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
해야 할 상황이었다.
롯데건설은 수주 규모가 컸던 만큼 큰 손해를 감당해야 할 처
지에 놓였다. 이후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여 사업계획을 재조
정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일부 사업은 청산을, 나머지
사업은 적기 회생을 추진했다. 이미 추진된 사업은 손실을 최
소화하는 데 목표를 뒀다. 2011년 사업장 및 조직을 재편성하
고 워룸 등 비상경영체제 하에서 진행 사업장을 정비해 나갔
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공사가 추진된 광주 수완지구 호수
공원 쇼핑몰은 연면적 11만 3,719㎡ 규모에 대형마트, 영플라
자, 멀티플렉스, 쇼핑몰 등이 입점한 채로 2012년 2월 준공했
다. 판교 신도시 중심상업용지 사업은 연면적 121만 6,000㎡

할 필요가 있었다. 물량 확보를 위한 수주를 지양하고 고도의
기술과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수주에 역량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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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라야마 터널공사는 일본에서 수주한 최초의
터널 및 도로공사였다.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상업몰인 ‘알파돔시티’로 명명됐다. 백화
점, 할인점, 호텔, 쇼핑센터,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계획됐는데
롯데건설은 2015년 11월 사업 내 주거지역인 C2-3블럭만을
시공하고 비상경영의 일환으로 사업을 타절했다. 인천 청라지
구 테마파크형 골프장 사업은 잭니클라우스가 직접 설계한 전
세계 290개 골프코스 중 베스트홀만을 담아 27홀의 ‘베어즈
베스트 청라’를 조성, 2012년 5월 먼저 오픈했다. 현재는 264
세대의 골프빌리지가 골프장 내에 조성되고 있다. 원주기업도
시는 2014년 이후 부동산시장이 활황세 국면에 접어들어 주거
용지 개발 및 기업 입주가 계속돼 또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가
고 있다.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오랜 진통 끝에 사
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25년여 만에 중동 건설시장으로 다시 진출할 기회
를 잡았다. 2007년 9월 리비아 트리폴리에 현지회사인 NCRI
와 각각 50%씩 출자해 UNLCC(United NCRI-LOTTE
Construction Corporation)를 설립했다. 리비아 트리폴리 시
내 건축 도급사업을 시작으로 입지를 다진 후 장기적으로는
토목 인프라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같
은 해 리비아 교육부가 발주한 예술학교를 처음으로 430만 달
러에 수주했다. 이후 2년 뒤인 2009년 리비아 주택기반 시설
청(Housing Infrastructure Board)에서 발주한 공사비 7,776
만 달러의 알아잘랏 지역 인프라 공사를 수주했다.
*

더 큰 꿈을 해외 건설시장에서

* 뉴 아르바트 New Arbat(Novy Arbat).
서울 강남역 부근의 번화가를 연상케 하는 곳이다.
고급 음식점과 카페, 쇼핑몰이 몰려 있다.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건설업계는 국내 주택
및 건축시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롯데건설
역시 해외사업에 기대를 걸어야 할 판이었다. 해외영업본부를
중심으로 새 전략을 세우는 등 해외시장 진출 준비에 박차를 가
했다. 특히 이미 진출해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는 일본에 관심
의 초점을 맞췄다. 이 무렵, 일본에서 롯데건설은 니가타현 ‘시
바타 병원’과 기후현 ‘히라야마 터널’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히라야마 터널공사는 일본에서 수주한 최초의 터널 및 도로공
사로서 공사금액은 26억 엔이었다. 2005년 3월에는 코와 야나
기노미야 맨션 건축공사를 따냈다. 또 이듬해 2월에는 일본 타
이세이 건설과 동일본여객철도가 발주한 JR 히가시니혼 타키
노가와 사택공사를 수주했다. 롯데건설은 해외영업본부에 인
원을 보강하는 등 해외영업 역량을 강화했다. 이들은 새 수익원
을 창출하기 위해 베트남과 중국은 물론 미개척지인 인도 등지
를 누볐다. 중국 상하이에 지사를 설립한 것을 기점으로 해외시
장의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해외사업은 리
스크 요인이 많아 여러 면에서 검토를 거듭하며 신중하게 접근

모스크바 시내 뉴 아르바트 거리에 호텔을 짓고 있던 롯데건
설이 러시아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등 주택개발 사업에 진출
하기로 했다. 이미 롯데건설은 모스크바 주변을 중심으로 시
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택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었다. 그
러나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가격 급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돼 땅값이 너무 올라 외국업체는 직
접 모스크바에서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2006년 롯데건설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러시아 전국고려인연
합회(전고연)에서 이주 100주년을 기념해 정부로부터 불하 받
은 부지를 공동으로 개발할 건설사를 찾고 있다는 정보를 입
수한 것이다. 공사 예정부지는 모스크바 크레믈린에서 남서쪽
으로 12㎞ 떨어진 프롭사유즈나야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전
고연은 러시아 업체보다 롯데건설을 신뢰했으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한-러 비즈니스센터’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추
진된 사업은 그룹공사 외에 러시아에서 처음 수주한 사업으로
기록됐다. 따라서 롯데건설이 앞으로 꿰어 맞출 해외투자 개
발사업의 첫 단추와 같았다. 수주금액은 약 1억 달러였으며,
지하 2층 지상 22층 연면적 5만 8,660㎡ 규모로 지었다.
2008년 3월 롯데건설은 플랜트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대
117

━
롯데건설은 요르단에서도 활발하게 사업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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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에서도 한전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해 2008년 7월 3억
6,000만 달러 규모의 400㎿급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공
사를 처음 수주했다. 같은 해 9월 요르단에서 약 4,000만 달러
규모의 LPG 저장탱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이 공사는 요르
단 유일의 정유회사인 JPRC(Jordan Petroleum Refinery
Co., Ltd.)가 발주한 프로젝트로 EPC 일괄수행방식을 취했다.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25㎞ 떨어진 자르카 지역에 LPG저장
탱크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했는데 2010년 3월
준공했다.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선양시가 롯데에 복합
테마파크 건설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업이 본격화
됐다. 2008년 5월 롯데가 중국 선양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복
합단지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복합단지에는 롯데백화
점·롯데마트·롯데호텔 등을 비롯해 오피스, 아파트 및 놀이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롯데건설은 롯데쇼핑과 함께 전담
팀을 구성, 프로젝트 추진에 힘썼다. 자금조달을 위해 홍콩에
SPC를 설립하고 자본금으로 5,236만 달러를 출자했다. 입찰
을 통해 약 17만㎡ 규모의 토지 사용권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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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로 채용했다.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인 플
랜트시장의 국내외 진출을 위한 조치였다. 롯데건설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카타르,
요르단 등지에서 발전·환경·화공 플랜트사업과 관련한 수주
활동에 열을 올렸다. 잇단 플랜트공사의 수주는 2006년
6,800만 달러에 불과했던 해외 수주금액을 2007년 5억 5,000
만 달러에 이르게 했다.

롯데의 글로벌 전략에 따른 계열사의 해외공사에도 롯데건설
이 팔을 걷어붙였다. 러시아에서 비즈니스센터-호텔에 이어
롯데제과 공장을 건설했으며 베트남에서는 롯데마트 1호점,
인도에선 제과공장을 지었다. 향후 우즈베키스탄과 알제리,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대규모 복합부동산 개발사업과 도급사업
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2008년 1월 베트
남 호치민에 현지법인을 세웠다. 그리고 먼저 진출한 롯데쇼
핑과 함께 베트남 내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주
택사업 진출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진행했다.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성공한 러시아시장 진출을 모델로 삼
고 있었다. 베트남에서도 롯데마트 시공에 이어 현지 시행사
와의 단순도급, 자체 개발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전
략을 짰다.
━
베트남 호치민 롯데마트 1호점
━
인도 첸나이 롯데제과 공장 준공식

중국 내 복합테마파크 건설을 위해 롯데는 베이징, 상하이 등
에서 부지를 물색했다. 그러나 실내 놀이시설을 비롯해 아파
트, 쇼핑센터가 모두 들어설 도심 내 부지가 마땅치 않아 사업
119

━
러시아 롯데 비즈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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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일을 준비해 좋은 세상 만든다

윤리경영, 그리고 상생

맞물려 차츰 시너지 효과를 냈다.

건설업종은 특성상 수많은 인허가 업무와 복잡하게 얽힌 하도
급 관계로 인해 투명경영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롯데건설
은 2005년 2월 윤리경영을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선포한 이래
건설업계의 투명경영을 선도하는 업체로 인정받고 있었다. 롯
데건설은 ‘2005 윤리경영 선언식’에서 윤리강령을 발표했다.
윤리강령과 함께 ‘고객에 대한 자세’, ‘주주에 대한 책무’, ‘임직
원에 대한 책무’, ‘임직원의 기본 윤리’, ‘파트너사에 대한 책
무’,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의 6개 기본윤리강령 행동
규범도 정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재난 시 장
비지원, 문화유산 보호 기금지원, 유소년 스포츠 지원행사 등
을 통해 나눔경영을 실천했다. 2005년 3월 경상북도를 강타한
폭설피해 현장에 복구 지원의 손길이 요구될 때 롯데건설이
그레이더와 트럭, 굴삭기를 지원하며 힘을 보태기도 했다. 문
화유산 보호 지원을 위한 기부금 기탁도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2005년 8월 마포구와 맺은 협약식에 따라 마
포 롯데캐슬 프레지던트의 청약 시 1건 당 5,000원씩을 모아
서 기부하는 행사를 열었다. 기금은 마포 관내에 소재한 공민
왕 사당과 절두산 성지를 보호하는 데 쓰였다. 직접적인 홍
보·광고에 비해 문화마케팅은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를 깊이 심어줄 수 있는 강점을 지녔다. 롯데건
설은 각종 단체가 행하는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는 등 문화마
케팅을 강화했다. 그 일환으로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시도했
다. 일례로 부산 경남고 등 부산·경남지역의 8개 고등학교 야
구팀 지원을 했다.

윤리경영의 마인드 고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윤리경영 홈페
이지도 그해 4월 새로이 열었다. 이와 함께 임직원 모두가 윤
리경영이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도록 전사적 차원
의 윤리경영 캠페인을 전개했다. 본사 및 건설현장의 전 임직
원은 업무와 관계되는 일체의 금품,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를
근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명절을 앞두고는 대표이사 명
의의 편지를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전달해 선물 주고받기 근절
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고객과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윤리경영을 정착시키려는 롯데건설의 노력은 경영혁신과

━
롯데건설은 ‘2005 윤리경영 선언식’에서
6개 기본윤리강령 행동규범을 정했다.

파트너사 육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롯데건설은 건설업
계에 상생경영의 바람을 일으킨 선도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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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간 대형건설사로서 우수 중소협력업체에 다양한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등 상생협력을 해왔다. 이는 신격호 명예회장
의 “롯데와 거래하는 모든 고객과 협력업체에게 이익이 되도
록 하라”는 지침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롯데건설은 상생경영
의 일환으로 각종 지원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3월 전국의 주요
파트너사를 호텔롯데 잠실점으로 초청,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05년 110
개 사, 2006년 200개 사를 초청해 행사를 열었다. 매년 4월에
는 우수파트너사 대표자를 대상으로 일본 ‘TPS(Toyota
Production System) 교육연수’를 실시했다. 2005년 32명,
2006년 40명이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매년 5~6월
에는 주요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오산 롯데연수원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개선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혁신 및 개선활
동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했다.

━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매년 각종 지원행사를 개최했다.
베스트 파트너사와의 등반 행사
━
2008년 11월 제5회 대·중소기업협력대상에서
롯데건설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아파트형공장(현 지식산업센터)
동일한 건축물에 여러 산업 및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세간에서 아파트형공장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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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롯데건설의 부산 지역파트너사 간담회를 개최
했다. 지역별로 열리는 첫 간담회였다. 기존에 진행 중인 파트
너사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듬해 11월에도 대
구·경북지역 파트너사 및 건설관련 단체장 등 90여 명을 초
청해 대구지역 파트너사 간담회를 가졌다. 2008년 11월 전국
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제5회 대·중소기
업협력대상에서 롯데건설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나친 저
가입찰을 심사해 무리한 덤핑을 방지하고 건설사 최초로 전자
입찰시스템을 도입한 점이 수상 이유였다. 협력업체에 개발비
용과 기술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비용절감에 노력한 점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롯데건설은 우수 파트너사에 대해서 연간 1회 현금 인센티브
를 지급했다. 2007년의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거흥산업,
동인엔지니어링에 각각 2,600만 원과 2,500만 원을 지급했
*
다. 거흥산업은 롯데정보통신 아파트형공장 현장에서 ‘PIN+
용접접합 공법’을 제안, 공사기간을 2개월 단축하고 원가를 절
감했다. 동인엔지니어링은 분당-내곡도로 이설 현장에서 ‘방
수층 보호재 공법’을 적용, 54일간의 공사기간 단축과 원가절
감 효과를 거뒀다. 현금 인센티브 지급은 업계 최초로 성과공

유제를 건설업 특성에 맞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상생경영의 성
공 사례로 손꼽혔다. 협력업사와 공사기간 단축, 원가절감, 품
질향상 등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을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의
미가 값졌다. 2008년 4월에도 잠실 롯데호텔에서 파트너사
220개 사 대표 등 총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롯데건설
Best Partners Conference’를 가졌다. 각 부문별로 43개 우수
파트너사에 대한 시상을 했다. 우수 파트너 사례 발표에 이어
파트너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건설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공정
거래협약을 체결했다.

Vision 2010과 혁신의 날
롯데건설은 중장기 경영전략 준비에 돌입했다. 초일류 기업으
로 비상하기 위한 날갯짓이었다. 2005년 10월 롯데호텔월드
에서 ‘롯데건설 Vision 2010’ 선포식을 가졌다. 이 행사에 참석
한 임직원 모두는 중장기 목표 달성을 다짐하고 종합건설회사
로서의 도약을 결의했다. 또 ‘최고의 절대가치를 창조하는 종
합 건설서비스 회사(Total Construction Service Provider,
Creating Absolute Value)’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2010년까지
미래 성장엔진의 다각화를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전
체 수주규모 10조 원 달성, 영업이익률 12% 달성, 브랜드 파워
1위 등을 중장기 경영목표로 삼았다. 창의적인 사고로 앞서 행
동하자는 ‘Think New! Act Ahead!’라는 새 경영 슬로건도 채
택했다.
이창배 사장은 새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핵심 가치로
고객만족 실현, 기술력 선도, 파트너십 강화, 경쟁력 향상 등
을 강조하면서 전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을 촉구했다.
Vision 2010 달성을 위해 모든 임직원은 각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적으로 주력사업인 주택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했다. 비주택부문의 역량강화에 힘쓰며 신사업 분야를 개

천국도사무소 청사 건설공사에서는 지진의 진동을 흡수, 건물
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면진공법을 선보였
다. 롯데건설은 R&D 혁신 전략의 추진을 가속화했다. 아파트
와 주상복합 등의 공동주택 내 시스템을 비롯해 토목 ·플랜
트사업의 기술개발에 몰두했다. 고부가가치의 창출로 수익성
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고객만족을 실현하려는 노력이었다.
R&D 혁신은 대외적으로 기업 위상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에 따
른 실물경제 침체로 내수경기 위축이 심화됐고 롯데건설은 미
분양 한파를 맞는 등 불경기로 인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
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했다. 녹록치 않은 시장 상
황을 타개하기 위해 롯데건설은 2008년 8월 본사 대강당에서
‘혁신의 날’ 선포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이창배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후 매월 2주차 화요일을 ‘혁신
의 날’로 정하고 혁신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각 부서별 경
영혁신과제 수행의 정도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Vision
2010’의 주요 내용은 2009년 9월 ‘Vision 2015’의 발표로 새롭게
대체될 때까지 롯데건설 혁신활동의 방향타 역할을 했다.

2000년대 중반, 추진 중인 롯데월드타워와 부산 롯데타운에
적용할 경제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개발이
시급했다. 기술의 핵심은 초고강도 콘크리트 재료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재료의 성능을 유지한 채 초고층 작업장으로 운반
(압송)하는 것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우선, 100층 이
상 건물에 시공 가능한 초고강도 콘크리트 개발에 집중했다.
드디어 2005년 12월 레미콘·골재 등 건설기초자재 전문업체
인 (주)삼표·씨카코리아와 함께 쾌거를 이뤘다. 개발한 압축
*
강도 120MPa 초고강도 콘크리트는 국내 고층건물에 사용되
는 80MPa 콘크리트보다 1.5배 강했다. 작업성도 확보돼 별도
다짐작업이 필요 없어서 시공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또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기
어려운 지하구조물, 철근이 조밀한 부위 등에 타설하기가 수
월하다는 장점을 지녔다.

R&D 배양에는 마침표가 없다

* KOSHA 2000
건설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체계를 구축하려는 기업체에 대해
공단이 교육 및 기술 등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일정기준 이상에 도달됐을 때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
* MPa
단위 면적 ㎠당 약 10㎏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음을
나타낸 단위다.

일찍이 롯데건설은 기술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업 전반
에 걸쳐 과감한 투자를 해 왔다. 그 덕분에 시장 수요에 맞는
제품개발이 가능해 기업 경쟁력이 높아졌음은 물론이다. 주택
사업의 경우, 오래 전부터 일본의 층간소음 방지 공법을 연구
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자체적인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마련
한 뒤 이를 현장 시공에 적용했다. 2002년부터 3년에 걸쳐 ‘콘
크리트 타설방법과 장치’와 ‘조립식 거푸집의 체결구조 및 그
체결방법’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하는 동시에 ‘ISO
*
14001’, ‘건설업 KOSHA 2000 프로그램’ 등 제품 및 기술과
관련된 인증을 획득했다. 기술 축적을 통해 일본 마츠야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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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8월 ‘혁신의 날’ 선포식 이후 매월 2주차 화요일을
‘혁신의 날’로 정하고 혁신회의를 열었다.

척해 나갔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토목,
건축, 플랜트 등의 민간투자사업 및 턴키, 대안사업 등을 위한
수주활동에 적극 나섰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구체적인 사
업별 수주영업 활동계획을 세웠다. 2006년 말, ‘Vision 2010’
의 실천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중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
됐다. 롯데건설은 2007년을 ‘Vision 2010’ 달성의 가교와 같은
시기로 보았기 때문인데 주요 과제와 전략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2007년 3월 말, 롯데월드타워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555m 수
평 길이까지 한 번에 압송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롯데건설이
롯데월드타워 높이인 555m 꼭대기까지 중간 단계 없이 콘크
리트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었다. 이 실험은
롯데건설이 주최한 ‘초고층건축과 고성능콘크리트 국제 심포
지엄’을 마친 후 치러져 심포지엄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보다 앞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초고층 건축용 고성능 콘크
리트 연구성과 발표와 추진 중인 롯데월드타워의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청운대학교 이리형 총장의
‘한국 초고층 건축의 현재와 미래’라는 발표를 시작으로, 경북
대학교 김화중 교수, 청주대학교 한천구 교수, 일본 공예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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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카와 교수 등이 고성능 콘크리트의 개발 현황과 적용 사
례를 소개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인 4m 두께의 64㎥의 콘크
리트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어하는 매트 콘크리트 수화열 제품
모형실험(Mock-Up Test)을 성공했다. 이후에도 35톤 규모의
*
초대형 대각가새(Diagrid) 를 개발하는 등 초고층 건물 건설을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2008년 4월에도 롯데건설은
‘선진기술(High Technologies)’이라는 주제로 제3회 초고층
건축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내외 초고층 전문가들은 미
래 초고층 건물의 트렌드와 초고층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적
용할 수 있는 선진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국제심
포지엄은 선진기술 공유와 동시에 기술 네트워크 형성의 토대
를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

* 초대형 대각가새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는 보를 의미.
지진이나 풍하 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초고층 건축물에 많이 적용된다.
* 펄스 동전기
순간적인 펄스 전원으로 다양한 물리·전기화학 효과를
일으켜 중금속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 생활폐기물 전처리 기술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은 고체연료로 재활용하고,
비가연성 물질은 압축해서 매립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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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토양오
염 정화, 소각장, 매립장 시설 등에서의 환경오염 저감기술 연
구에 힘썼다. 2007년 3월 펄스 동전기(Pulse Power Electro*
kinetic) 를 이용해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환경신기술을 개발
했다. 기존 직류전원 기술에 비해 소비전력은 1/3으로 줄이고
처리시간은 절반으로 단축함으로써 획기적인 비용절감이 가능
했다. 점토질의 토성에 적용성이 우수하며 유류, 유기물 등 복
합 오염지역에서도 동시 정화처리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었다.
토양정화업체 에코필, 고등기술연구원과 공동 연구한 결과로
서 대기업-중소기업-연구소의 상생 협력을 통해 우수기술을
개발한 좋은 사례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환경부의 폐
기물 신재생에너지화 정책에 대응하여 생활폐기물 전처리 기
*
술 도 개발했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됐지
만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지환테크와 함께
2007년 6월 공동 개발했으며, 이 기술도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2007년 12월부터는 롯데건설이 분양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자
문패와 메모지 기능을 하는 소형 LED(발광다이오드) 디스플
레이 장치를 설치했다. 이 장치는 롯데건설이 개발한 ‘디지털
도어폰’을 활용한 것이었다. 이듬해 2월 업계 최초로 아파트
하수구 역류를 방지하는 오배수 감시시스템을 개발해 특허출

원을 신청했다. 배관에 특수감지센서를 설치, 실시간으로 배수
상태를 감시하는 시스템이었다. 2008년 분양한 평창동 ‘롯데
캐슬 로잔’에 시범 설치됐다. 2008년 10월에는 세련된 디자인
과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LED 감성 분전반을 개발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속에 이루어진 R&D 혁신은 롯데
건설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동력이 됐다.

안전보건관리, “좋아! 좋아! 좋아!”
2002년 전체 산업재해자 8만 1,911명 중 건설업 재해자가 1만
9,925명에 이르러 24.3%를 차지했다. 이로 인한 경제 손실액
이 3조 4,000억 원에 달했다. 건설산업계 전반에서 전국 공사
장의 안전 실태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집중적으로 점
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안전보건관리는 무엇보
다 경영자의 안전 마인드와 안전관리 조직의 관리능력 배양이
중요시된다. 롯데건설은 경영진은 물론 임직원 모두 안전보건
관리활동에 큰 관심을 쏟았다. 일례로 일찍부터 안전예방활동
등 무재해 달성 결과를 토대로 우수 안전관리 현장을 선정하
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부산시 거제동 롯데아파트 현장
의 경우, 2000년 8월 노동부로부터 초일류 기업 인증 현장으
로 선정됐다. 이 현장은 2001년 8월까지 무재해 100만 시간을
달성한 바 있었다. 전 직원과 근로자가 선안전 후시공의 원칙
을 철저하게 지켜 얻은 성과였다.
2003년 들어서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체제 정비에 적극성을 보였다. 먼저 기존 안전관리부
를 팀제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다. 안전파트를 강화해 각 사
업본부별 책임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었다. 사
내에서는 ‘잠깐 캠페인’을 벌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했
다. 직원들로부터 관련 표어를 접수받아 게시판에 게재하고
우수작품을 시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세심한 안전보건경영은
직원들의 안전보건 의식을 공고히 다지는 데 기여했다. 2002
년 7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국내 건설업 최초로

━
롯데건설은 ‘건설업 KOSHA 2000 프로그램’ 등
제품 및 기술과 관련된 인증을 획득, 기술 및 품질관리
향상에 만전을 기했다.
━
롯데건설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확고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했다.

KOSHA 2000 프로그램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2003년 7월 건
설재해 예방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했다. KOSHA 2000 도입시 재해율이 0.44%에 달했으나
도입 3년 만에 0.19%로 줄었다. 롯데건설은 인증을 취득한 이
래 안전관리체계가 가동돼 재해율 감소와 직원들의 안전의식
이 크게 개선됐다.
대구시 수성동 ‘롯데캐슬’ 공사 현장의 경우, 착공 이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조경작업을 먼
저 실시해 일하기 좋고 보기 좋은 작업장으로 변화시킨 결과
였다. 건설현장에서의 근로환경 개선이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
실을 증명해 보인 셈이다. 현장의 타워크레인 기사에게는 전
용 최첨단 CCTV를 설치해줘 고공에서 작업하는 동안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현장 가운데에 대형 안전 전광판을 설치

해 안전에 관련한 주요 작업내용을 실시간으로 알려줬다. 이
처럼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하다 보니 근무의욕도 올라가고 안
전사고 예방 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뒀다.
2007년 7월 롯데건설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대 건설업체
가운데 산업재해율이 낮은 47개 업체에 포함돼 노동부로부터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됐다. 그 덕분에 향후 1년간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같은 달, 한
국산업안전공단이 주최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롯데건설이 본선에 오른 8개 기업 중 대기업 부
문에서 영예의 금상을 안았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
결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이 높은 점수를 받
았다. 이 자리에서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건설현장의 산업안
전보건활동이 운영 사례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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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대 위기와 경쟁 속에서 가능성 엿보다

플랜트사업의 수주 경쟁력 높여라!
환경플랜트 공사 위주로 사업을 벌이던 롯데건설은 국내 발전
소 공사를 추가 수주했다. 1997년 첫 발전소 공사인 진주 상평
공단 발전소의 수주 이후 4년만의 일이었다. 2001년 5월 호남
석유화학 NC공장 내 39.3㎿의 HRSG 140T/H, STG 18.5㎿
규모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수행, 2003년 7월에 준공했
다. 이 공사는 화공·발전플랜트를 수행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발전소 가동으로 호남석유 여수공장은 전력 안정화를
기할 수 있었다. 2005년 사업본부제 도입에 따라 화공·발전
플랜트 부문을 확대 개편해 플랜트사업본부를 신설했다. 본부
소속원들은 서른 명이 채 안 되는 인력에 불과했지만 국내외
에서 플랜트사업의 수주에 힘써 경기 불황을 뛰어넘을 지렛대
가 되겠다는 남다른 각오를 보였다. 이들은 중점 사업분야를
선정, 국내외 엔지니어링 회사와의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등
조직역량 강화에 힘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충남 서산시 대산
읍 독곶리 634번지 일대에서 추진하는 호남석유화학의 1st
Tank Farm Project를 수주했다. 플랜트사업본부가 신설된 뒤
첫 개가였다. Ball Tank 2,500㎥×7기, 2,000㎥×2기, FRT
2만 5,000㎥×2기, CFRT 10,000㎥×1기를 제작해 2006년
11월 준공했다.

2006년 9월에 이르러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35-122
번지 일대에 신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강원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공사로 2006년 10월 착공해 2009년 4월
준공했다. 하수처리시설로 하루 처리용량은 3,000톤이며 차
집관로는 16.7㎞에 이르렀다. 이듬해 10월에도 한국환경공단
이 발주한 속초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턴키사업을 수주
했다. 하루 처리용량이 4만 6,000㎥로 2007년 12월 착공해 2
년 만에 준공됐다. 연이어 2006년 12월에는 LH공사가 발주하
는 아산배방지구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수주
했다. GTG 45㎿×2기, STG 23㎿×1기, HRSG 62T/H×2기
규모의 공사로 2013년 6월에 준공했다.
정부의 에너지 공급 및 수요 예측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이
시행되자 2007년 이후 집단에너지시장에 여러 사업자들이 대
거 진입했다. 집단에너지사업에 들어가는 열병합 발전설비들
은 고효율 에너지 설비로 주목받고 있었다. 전기만을 생산하
는 석탄화력발전은 열효율이 최대 45%에 불과하지만 열병합
발전은 전기와 열에너지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이용해 최대
80%까지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춰 플랜트사업본부는 인천 청라지구, 경기 김포지역에 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청라·김포지구 집단에너지 건설사업’에

━
2008년 6월 공사를 마친 롯데케미칼 공장 내
PC-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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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로 참여했다. 롯데건설은 2006년 1월 청라 열병합설비
공사와 2007년 4월 김포집단에너지 건설공사를 수주해 2017
년 12월 준공했다.

━
발전 부문의 최초 EPC 방식으로 진행된 판교 열병합발전소

중장기 핵심 전략사업 중 하나로 플랜트사업이 선정된 것을
계기로 플랜트사업본부의 인력은 하루가 다르게 충원됐다. 집
중적인 투자와 지원 속에 150명 선에 머물던 인력이 250명으
로 늘어났다. 계속적인 인원 확충에 따라 화공·발전에너지·
환경·산업 플랜트·엔지니어링의 5개 사업팀과 해외사업TF
팀으로 조직이 재편했다. 2007년 초, 플랜트사업의 수주목표
를 전년도 6,000억 원에서 8,5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목표
달성을 위해 화공산업 플랜트는 물론 하수처리장 등 환경플랜
트와 열병합 에너지의 발전플랜트 등 신재생에너지부문에서
공격적인 수주영업활동을 전개했다.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
었다. 2007년 8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서울 송파구의
동남권역 열병합발전소를 수주했다. 부지면적 5,380㎡에
GTG 29.5㎿×1기, HRSG 70T/H×1기의 열병합발전소와 부
대시설을 신설하고 2009년 4월 준공했다. 이 공사로 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관급 발전소 공사에 대한 수주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향후 이들 기관과 해외 동반진출의 가능성까
지 모색하는 발전적 단계에 이르렀다.
같은 해 9월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172번지 일원 롯데케미
칼 공장 내에서 추진될 1,000억 원 규모의 PC-Project를 수주
했다. EC/DMC Unit 13만 MTA, DPC/PC Unit 6만5,000
MTA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로 2008년 6월 공사를 마쳤다. 산업
플랜트 또한 2007년 11월 롯데쇼핑이 발주한 연면적 5만
4,988㎡의 김해물류센터 공사와 12월 수주한 롯데제과 광명물
류센터 공사를 2012년 7월에 준공했다. 또한 롯데건설만의 특
화된 사업에 수주 역량을 집중시켰다.

*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생활폐기물을 파쇄한 뒤 디스크선·자력선·광학선·
진동선·복합풍력선 등 일련의 선별 공정을 거쳐
수분 및 염소 농도를 줄이고 발열량을 증가시켜 고형연료
(RDF, Refuse Derived Fuel)로 재탄생시키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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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수주한 코크스·화성설비에 이어 소결·제강공
장 건설공사 계약까지 체결해 현대제철 일관제철소의 핵심공
정을 책임지게 됐다. 이는 1972년 포항제철소 1기를 시작으로
1992년 광양제철소 4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9기의 국내 코크

스·화성설비 공사를 수주한 실적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
였다. 계약금액은 1,284억 원 규모였다. 2008년 2월 지역난방
공사가 발주한 판교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판교신도시 3만 세대에 전기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판교 택지개발지구 내 3만 9,600여㎡ 부지에 약 2,000
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판교 열병합발전소에는 150㎿급
복합화력 발전시설과 170Gcal/h 규모의 지역난방 공급 시설
이 들어섰다. 판교 열병합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발전부문의
최초 EPC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0년 11월 성공적인 준공으
로 발전플랜트사업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이 밖에 환경플랜트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생활폐기물을 고
체 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친환경 사업에 역
량을 집중 투입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전 처리해 재생 연료화하는 MBT(Mechanical Biological
*
Treatment) 기술을 2008년에 개발했다. 새로운 에너지시장
개척에 나서 2008년 개발된 롯데건설의 MBT는 3개월간의 시
설 가동을 거쳐 환경부로부터 재생연료 생산분야의 국내 1호
신기술 검정을 획득했다.
롯데건설은 플랜트의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고삐를 더욱 바짝
죄었다. 그룹사인 KP케미칼, 호남석유, 롯데대산유화, 롯데제
과 등과 해외에 동반 진출을 모색했다. 한편으로는 동남아, 중
동 지역의 발전·환경·화공 플랜트 수주에 조직 역량을 집중
했다. 그룹공사로 실적을 확보하고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을 넓혀 나간다는 게 플랜트사업본부의 성장전략이었다.
또 시장 규모는 작더라도 경쟁사들이 진출해 있지 않은 국가
를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쳐 해외 플랜트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었다. 2007년 4월 플랜트사업본부
는 엔지니어링팀을 신설, 해외 플랜트사업에 대한 자체 설계
능력을 강화했다. 엔지니어링팀의 활약은 플랜트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자체 견적을 통해 수주능력을 배가하는 촉매제가
됐다. 9월에는 플랜트 사업에 향후 전문인력의 수요가 크게 증
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많은 경력사원을 채용했다. 요르단
의 플랜트 건설 수주 급증과 그룹사와의 중동시장 동반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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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은 현대제철의 코크스·화성설비에 이어
소결·제강공장 건설공사까지 맡아 시공했다

━
2007년 11월 김해물류센터 착공식

을 예상한 조치였다. 그해 말, 플랜트사업본부는 해외플랜트
팀을 신설하고 사업 다각화를 모색했다.
이듬해 9월 요르단에서 4,000만 달러 규모에 이르는 액화석유
가스(LPG) 저장탱크 건설사업을 수주했다. LPG Tank
Project는 요르단 국영회사인 Jordan Petroleum Refinery가
발주한 공사로 화공플랜트에서 첫 해외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방식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였
다. 2008년 9월 착공, 2000톤급 LPG 저장탱크 4기 및 부대공
사 등을 실시하고 2010년 11월 준공했다. 이 사업을 통해 롯데
건설이 화공플랜트에 대한 우수한 수행 역량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얻었다. 그해 7월 요르단에서 추가 수주를 알리는 낭보
가 롯데건설 본사로 날아들었다. BOO(Build Own Operate)

방식의 민자발전사업(IPP)인 요르단 알카트라나 발전소 수주
소식이었다. 요르단 정부의 에너지광물자원부가 발주한 373
㎿ 규모의 가스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공사였다. 요르단 전체
발전량의 15%를 차지할 매머드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
젝트로 공사비가 3억 6,000만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 롯데건
설이 EPC를, 한전KPS가 발전소 운전 및 보수를 맡고 한국수
출입은행이 재원조달에 참여했다. 시공경험 부족, 인력 다양
성, 문화적 차이, 한정된 예산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2011년 11월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해외 플랜트 시장은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면 입찰참가의 기회
조차 잡기 힘들 정도로 진입 장벽이 높다. 따라서 내로라하는
글로벌 건설사들의 각축장인 중동 플랜트 시장에 후발주자들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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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을 들여놓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다. 롯데건설
이 해외 진출의 교두보로 삼은 나라는 요르단이었다. 성공적
인 진출의 키(Key)는 철저한 현지화에 있다고 보았다. 알카트
라나 가스복합발전소 건설공사를 EPC방식으로 수행하면서
요르단에 뿌리를 내리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현지 업체
를 현장에 투입해 기술력을 전수하고 현지 엘리트 직원과 전
문가를 스태프에 포함시켰다. 또 현지직원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기회를 줬다. 이슬람교의 ‘라마단(Ramadan)’ 기
간 동안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무슬림을 위한 기도장소를
제공했다. 롯데건설에 대한 호감과 소속감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배려였다. 이러한 노력은 요르단에서 대형 발전플랜트를
잇따라 수주하는 데 필요한 윤활유 역할을 했다. 토목·건축
사업 등과 달리 시장 진입까지 적지 않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
한 해외 플랜트사업에서 거둔 결실은 타 건설사에서 롤 모델
로 다뤄졌다.

불황과 2008년 금융위기를 뚫고서
롯데건설은 2007년 매출 목표를 전년도 3조 2,000억 원보다
12.5% 높여 3조 6,000억 원으로 잡았다. 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 인력을 재배치하고 우수 외부인력을 영입했다. 아울러
사업부문별 중장기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전사적 영업지원
시스템을 가동했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대비, 경영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전체 사업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시간·비용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영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었다.

━
2008년 요르단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저장 탱크
건설 사업을 수주한 롯데건설은 우수한 기술력과
수행 역량을 과시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2007년 ‘1·11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바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했다. 롯
데건설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 여러 규제책에
대응해 다양한 보완전략을 수립했다. 그 중 하나가 분양 일정
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안이었다.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 규
제정책과 수주 경쟁의 심화는 수요 기반이 약한 부산, 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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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방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이들 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 중인 롯데건설로서는 악화되는 환경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로 인해 지급이자와 일반관리비 상승은 아쉽게 여겨졌다.
한편 건설업 불황과 뒤이은 미국발 금융위기는 건설사들의 줄
도산을 부추겼다.

우선 원가절감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덕분에 원가율과
경상이익 측면에서 당초의 경영목표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
다. 3조 원이 넘는 수주 실적도 올렸다. 재개발사업이 부산과
울산은 물론 서울 및 수도권에서 거듭 선전한 결과였다. 시장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외주 도급사업은 지속적인 우량
시행사를 발굴해 도급사업을 수주했다. 자체사업도 벌여 경영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주택 분양시장의 극심한 침
체로 미분양이 우려된 나머지 지방사업의 일정을 순연하는 등
사업에 차질이 생겨났다. 당초 1만 932세대의 계획물량 중
38%인 4,178세대만 공급했을 뿐이었다. 재건축을 통해 연내
공급하려던 대구 서구 평리동 1,281세대와 부산 기장군 정관
지구 2차 911세대의 공급 일정을 차기년도로 넘겼다. 결국 주
택사업에서만 목표계획대비 약 700억 원에 달하는 매출 부족
이 발생했다.

정부의 건설사 지원 방안 중 하나로 대주단협약 가입이 이뤄
졌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2008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시공능력 상위 100개 업체와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구조조
정을 단행했다. 그간 추진한 롯데건설의 상장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전년도 하반기부터 단기유동성 압박이 있었던
데다 경기회복 지연과 롯데기공 건설부문 부실자산 인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었다. 결국 전년도 6월에 이루어진 상장
예비심사 통과에도 불구하고 2009년 3월 상장을 철회했다.

주택 외 사업은 목표계획을 상회하는 매출 실적을 거뒀다.
2007년 수주 실적은 연간계획 8조 원에 근접해 비교적 선전한
결과를 보였다. 내용상으로도 60% 이상의 수주 비중을 차지하
던 주택사업이 45%대로 줄어든 반면 플랜트사업과 기획개발,
해외사업 등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사업은 전년도 전체
수주의 22.6%에서 2007년에는 36%로 대폭 증가했다. 연초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재편해 나간다는 방침이 지켜진
셈이다.
* VE활동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설계, 생산, 유통, 서비스 등
모든 경영활동에 변화를 추구하는 경영기법으로
가치공학을 일컫는다.
* 대주단협약
2008년 4월 출범한 금융권의 건설업회생 프로그램이다.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해 흑자도산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를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이 대주로서 협약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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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롯데건설은 매출 신장이 급격히 하락한 것을 멈춰 세
우고 다시 한 해만에 만회했다. 전년대비 17%나 상승한 철근
값 등 주요 자재비의 단가 급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원가율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매출
신장률을 두 자릿수로 전환시키는 쾌거를 거뒀다. 각 사업본
*
부의 효과적인 VE활동 과 관련 지원부서에서의 원가절감 노력
이 주효했던 것이다. 다만,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차입금의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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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알카트라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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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임승남 사장
(재임기간 1998 ~ 2004)

“그분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임승남 전 사장에게는 여러 별명이 붙어 있다. 그것은 놀림감이 아닌 훈장과도 같은 것이다.
그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가장 잘 알려진 별명은 ‘불도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경영자였기 때문이다.
물론 밀어붙이는 단호한 성격 탓도 있지만 일단 결정을 하면 성공을 향해 불도저처럼
앞만 보고 나갔다. 1978년 롯데가 평화건업 인수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롯데그룹 기획조정실 기획담당 상무인 그가 일본에 있던 신격호 명예회장을 찾아갔다.
인수 반대를 건의하기 위해서였다. 제조와 서비스업을 근간으로 하는 롯데가
건설업에 진출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평화건업 인수가 확정되자 입장을 바꿨다. 중동사업본부장을 맡아
평화건업이 벌여 놓은 해외공사 부실의 수렁을 메우는 선봉장 역할을 했다.
불도저처럼 목표를 향해 나가는 그의 일념을 좇아 직원들이 스스로 삭발하고
돌관작업에 나선 얘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일화다.
다음으로 맡은 숙제는 롯데월드 건설이었다.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교통건설부 장관이
공사 현장에 세 번이나 다녀갔다. ’88 서울올림픽 개막 전에 롯데월드를 오픈하는 게 목표였다.
설계도면조차 없이 첫 삽을 떴지만 그의 ‘불도저 정신’이 롯데월드의
성공적인 완공을 기약했다. 그런데 롯데월드 내 호텔롯데가 오픈하기 하루 전,
옥상 탱크의 물이 넘쳐 벽을 타고 내려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이 모두 잠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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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사고였다. 오픈식을 미뤄야 할 판인데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모든 직원에게
집에 있는 헤어드라이기를 가지고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물을 모두 빼낸 뒤 젖어 있는 7대의
엘리베이터 표면을 헤어드라이기로 말렸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오픈식을 치를 수 있었다.
그에게 ‘백과사전’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어떡하든지 성공 방안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롯데제과 기획관리실장과 기획담당이사로 일할 적에 쌓은 제품기획 경험을 살려 아파트에
브랜드 ‘롯데캐슬’을 붙이는 모험을 감행했다. 또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분양가를 3.3㎡당
1,000만 원대로 대폭 올려 잡았다. ‘호텔 같은 아파트’를 만들어 고객들이 직접 고급화된
아파트를 체감하게 하려는 전략이었다. 사업을 망칠 것이라며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다.
1999년 2월 분양한 서울 서초동의 ‘롯데캐슬 84’는 대성공을 거뒀다. 이후 브랜드 ‘롯데캐슬’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아파트 브랜드의 춘추전국시대를 이끌었다. 그와 술자리를 해본 사람
이면 ‘철인’이라는 별명에 수긍한다. 업종 특성상 술자리가 잦지만 끄떡없는 술 실력으로
상대방을 먼저 녹다운시킨다. 내장산 단합대회 뒤풀이 자리에서는 호남지역 사원 모두와
한잔씩 대작했다. 그 통에 관광단지 내 술이 모두 동났다는 ‘전설 아닌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임승남 사장 취임 이후 임직원들은 모두가 하나로 뭉쳐 경영목표 달성에 매진했다.
1997년 연간 매출액 7,212억 원, 도급순위 19위이던 롯데건설이 6년 만에 연간 매출액
2조 200억 원, 도급순위 8위로 성장했다.
“롯데건설 사장에 부임할 때 제가 3년 내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과의 약속을 2년 반 만에 지킨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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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이창배 사장
(재임기간 2004 ~ 2009)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봅니다”
올곧게 한 결만 유지하는 소나무 같았다. 꼿꼿한 자세와 낮은 음성의 힘이 느껴지는 말투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었다. 2004년부터 6년 동안 롯데건설을 이끈 이창배 전 사장.
2001년 롯데건설에 발령을 받은 뒤 관리본부장으로 일했다.
6개월 동안 휴식을 잊은 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회사에 출근해 일을 했다고 한다.
“잘 모르는 건설업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루도 쉴 수가 없었죠. 한편으로는 회사 분위기를
일신하고 싶었습니다. 간부사원 이상의 소속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려는
몸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하하!”
2004년 10월 대표이사에 선임된 뒤 그는 롯데건설의 발전을 위해 실로 많은 일을 했다.
맨 먼저 손을 댄 것은 회사의 조직체계였다. 기존의 사장 중심의 경영체제에서 탈피,
각 사업본부제로 변경했다. 현재에도 사업본부제는 그대로 유지돼 롯데건설의
튼튼한 골격을 이루고 있다. 관리체계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먼저 내부 중복비용 등
낭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찾아 나섰다.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전자결재 구축이었다. 이어 업계 최초로 차세대 ERP시스템인 ‘LENCIS’를 도입 가동시켰다.
이후 업무의 효율성·편리성은 물론 투명성이 담보된 경영이 가능하게 됐다.
평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인사제도도 마련했다.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봅니다. 국내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임원들과 함께 준비한 것이 Vision 2010 선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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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건축 중심의 사업구조를 발전전략에 맞춰 사업 포토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것이 Vision 2010의 핵심이었다. 이후 롯데건설은 그룹 계열사를 보유한 강점을
잘 살려 복합단지사업 등 신사업에 집중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플랜트사업도 차츰 자리를 잡아갔다. 수익성에 주안점을 둔 경영을 펼친
덕분에 2007년에 영업이익이 10%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갑자기 들이닥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모든 사업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사태를
맞게 했다. 건설회사라면 모두 겪는 일이었다. 그는
“당시 조직의 리더로서 위기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이 못내 뼈아프다”고
말한다. 기업은 상황을 내다보는 빠른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쟁에서 앞으로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면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제 소나무처럼 살아온 그에게 기대어보고 싶은 옛 부하직원들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뿐 아니라 정신건강의 관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를 잘 포용하고 긍정적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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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를 허물고 희망을 짓다

창립 50돌, 그리고 Vision 2015 앞으로!
*

━
2009년 3월 롯데그룹은 창립기념식과 함께
‘Vision 2018 선포식’을 가졌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세계 규모의 경제위기.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와 이에 따른 모기지론의 부실화,
그리고 모기지론의 증권화가 결합돼 일어났다.

2008년 전 세계를 휩쓴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의 영향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새로이 출범한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새만금 방수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예산 집행을 앞당겼다. 얼
어붙은 주택시장을 피해 대다수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사업에
몰려들었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2008년 시공능력평가
8위인 롯데건설은 순위에 비해 취약한 토목사업 수주에 어려
움을 겪었다. 토목사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롯데건설은
토목사업본부의 조직개편을 시행했다. 토목영업팀에서 병행
하던 턴키·민자사업을 떼어내 별도의 팀으로 재편했다. 각
사업분야별 전문화된 체계로 운영하기 위해 토목직 기술인력
도 경력사원으로 대거 채용했다. 롯데는 획기적인 경영상 조
치를 취했다. 2009년 2월 대우건설 출신인 박창규 사장을 대
표이사로 선임하며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했다. 곧이어 4
월에는 도은대 전 대우건설 전무를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영입
했다. 이들은 토목 전문가로서 롯데건설의 토목사업 역량을
한 단계 올려놓을 견인차가 돼줄 것으로 기대됐다. 조직 정비와
인력 충원을 매듭지은 토목사업본부는 본부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수익성이 낮은 최저가 공사의 비중을 줄이고 턴키·

민자사업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었다. 도로와 철도 공
사 중심에서 벗어나 대도심 터널, 초장대 교량 등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수주 영역을 넓힌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에 따라
2009년 토목사업본부의 수주 목표는 전년 실적의 두 배를 넘
는 1조 2,000억 원으로 정해졌다.
정부의 건설 경기 부양책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롯
데건설은 그해 상반기에만 최저가공사 6건, 턴키공사 3건을
수주했다. 이 같은 실적은 연간 수주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효자종목이던 민자사업이 대
정부 협상 지연 등으로 이월되자 하반기부터 차츰 토목사업이
동력을 잃어갔다. 결국 목표에 못 미치는 1조 78억 원을 달성
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토목사업본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1조
원 넘는 수주금액을 기록했다.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 속에
서 토목사업에만 기댈 수 없었다. 전사적 차원에서 경쟁사를
물리치고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했다. 우
선 주택 위주의 사업을 펼치는 건설회사라는 기업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 전략의 마련
이 우선적으로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경영의 사
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해외플랜트 등 미래 신성장사업을
발굴 육성하는 성장 전략이 마련돼야 했다. 2009년 4월 전문
139

LOTTE E&C 60th Anniversary Edition
━
2010년 경영전략회의. 내실경영을 통한 위기 극복과
창의적 조직문화 창달을 주제로 삼았다.

컨설팅회사와 TF팀을 구성, 본격적인 비전 수립 작업에 착수
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3월, 롯데는 ‘Vision 2018’ 선포식을 가진
바 있었다. 이때, 2018년까지 그룹 매출을 200조 원 달성해 아
시아 Top10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새롭게 제
시했다. 롯데의 ‘Vision 2018’은 전 계열사 임직원들과 공유됐
고 이를 바탕으로 롯데건설도 비전 수립의 밑그림을 그렸다.
마침내 롯데건설은 ‘Vision 2015’를 수립했다. ‘Vision 2015’는
롯데건설이 지향하는 발전체계를 성공적으로 제시한 ‘Vision
2010’을 승계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와 전
략이 담겼다. 그리고 앞서 선포된 ‘Vision 2018’과 가치를 공유
하며 그룹비전을 실행에 옮기는 데 중점을 뒀다. 200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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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롯데건설은 잠실롯데호텔에서 창립 50돌을 맞아 창립기
념식과 함께 ‘Vision 2015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 과정에서
‘Asia Top10 Construction Value Creator’가 되기 위해
2015년까지 ‘브랜드 파워 1위, 국내 빅(Big)3, 수주 18조 원, 매
출 11조 원, 영업이익률 10%’라는 5가지 목표가 세워졌다.
‘Construction Value’는 건설사로서 단순 시공 영역뿐 아니라
고객과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가치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Creator’는 ‘Construction Value’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창조하고 주도해 나가는 역
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달성할 목표는 간결하고
정량적으로 표현해 임직원에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달되도
록 했다.

비상경영으로 새로운 미래 열어
기업은 생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고비를 맞이한다. 롯데건설
역시 여러 차례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비상경영
체제를 구축해 위기를 극복하곤 했다. 2006년 7월 당시에도
주택사업 환경 악화와 경영실적 부진, 그리고 사업구조 변화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하자 전사적 공통사항과 본부별 실천사
항으로 나눠 비상경영을 펼쳤다. 이 같은 선제적인 비상경영
덕분에 체계적인 위험관리 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 2008년 미
국발 금융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또 다시 비상경영을 가동했
다. 특히 획기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기획조정실에
신설된 워룸(War-Room)이 대단한 효력을 발휘했다. 워룸은
롯데가 맥킨지 컨설팅으로부터 리스크 분석 전담조직을 만들
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롯데건설을 적용대상회사로 지정하
면서 설치하게 됐다. 워룸에서는 주요 경영지표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또 경영체질
개선과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비상경영에 힘을
보탰다.
2009년 10월, 박창규 사장의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조직이 변
경됐다. 그 동안 이창배, 박창규 공동대표이사 체제가 유지됐

었다. 박창규 사장의 단독 경영을 계기로 롯데건설이 해외 및
토목사업에 더 치중할 것으로 점쳐졌다. 이즈음, 롯데건설은
부실 계열사인 롯데기공 분리 인수라는 복병을 만났다. 결국
롯데건설은 롯데기공의 건설사업 부문을 인수키로 하고 수천
억 원의 자금조달에 나섰다. 10년 만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동시에 회사채를 잇달아 발행했다. 다행히 신용평가사들은 롯
데건설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A+(안정적)’ 등급을 부여하고 있
었다. 롯데 계열사로서 우수한 신인도 덕분이었다.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도 계열사에 매각해 현금을 확보했다. 그 와중인
2008년 말, 서울 마포구 공덕동 ‘롯데캐슬프레지던트’ 건물의
숙박시설 부문을 호텔롯데(주)에 매각했다. 이렇게 해서 당장
의 인수기업의 부채 상환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 하지만 롯데
기공의 악성 미분양 물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이 여전히 적잖은 부담으로 남았다. 더구나 영업권을 인수하
면서 받아들인 인력은 과잉중복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았
다.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지부진해 주택사업본부 인력을
줄여야 할 판에 계열사 인력까지 떠안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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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임직원 모두는 ‘현장경영, 인재경영, 창조경영’의 세 가지
경영방침 아래 롯데건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세부 중장기 전략을 수행했다. 특히 해외사업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우선적으로 적합한 거점을 확보하고 주변 지
역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전략에 맞춰 거점을 확보하는 데 힘
썼다.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그룹 계열사가 이미 진출한
지역을 후보로 선정했다. 중동, 인도, 베트남,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후보 지역에 포함됐다. 한편, 신규 사업을 모
색하던 중 엔지니어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삼안을 인수하
는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인수가격 문제로 결국 결렬됐다.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해 롯데건설은 2010년 경영방침 중 리스
크 관리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경영 슬
로건 또한 ‘내실경영을 통한 위기극복과 창의적 조직문화 창달’
로 정했다. 임직원 모두는 기본적인 사업성 검토와 리스크관
리를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내실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그 덕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롯데건설의 외형은
다소 줄었지만 순이익은 늘었다. 무리한 외형 확장보다는 수
익 위주의 경영에 힘쓴 결과였다. 핵심 경쟁력을 더욱 강화
하면서 SOC, 플랜트와 해외사업을 적극 확대한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룹의 발주 물량 및 신규 PF사업이 감
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를 만회하고자 증가하는 공공 발주
분야로 시선을 돌렸다. 그 덕분에 2009년 8월 LH공사에서 발
주한 진주평거(3) 2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를 수주했다.
롯데건설로서는 공공입찰 최저가 심사낙찰제를 통해 처음 수주
한 건축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2009년 9월 착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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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 9만 7,607㎡ 규모의 13개 동 706세
대를 공급, 2011년 10월 준공했다. 뒤이어 2009년 12월 인천
서창(2) 7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를 수주했다. 2009년
12월에 착공해 지하 1층 지상 10~19층 연면적 10만 6,278㎡
규모에 13개 동 657세대를 공급, 2012년 4월 준공했다. LH
공사가 발주한 공공공사 실적을 확보하는 순간이었다.

━
2010년 시무식. 위기극복을 위한 의지를 북돋는 자리였다.
━
송도롯데캐슬 캠퍼스타운

* 나라장터
전자정부 11대 사업의 하나로 추진돼 2002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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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롯데건설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위례지구
A3-8BL 에코앤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2013년 6월 착
공해 연면적 26만 146㎡의 지상 27층 규모로 2016년 1월에 준
공했다. 한국서부발전이 발주한 태안화력발전소 사택 건립공
사도 2013년 2월 착공, 지하 2층 지상 23층 연면적 8만 9,206
㎡ 규모에 615세대를 공급하며 2015년 7월 준공했다. 이들 공
*
사 덕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에
2013년 상반기 중 롯데건설이 최대거래 계약금액이라는 기록
을 세웠다. 그러나 공공사업 실적이 아파트에 편중돼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과제가 여전히 남겨져 있
었다.
미분양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자체·외주사업은 공공택지 위
주로 진행했다. 재개발·재건축도 분양성이 좋은 서울과 수도
권에 집중했다. 이때, 수색4 재개발사업(1,192세대), 거여2-1
재건축사업(1,945세대), 송도국제화 A1(643세대)·A2(1,439
세대), 파주A16블럭(2,190세대) 등을 수주했다. 어려운 경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보를 공유하고 임직원간 단합 의지
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2010년 1월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에서 5일간 일정으로 3,000여 명의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한마음전진대회’를 가졌다. 롯데건설은 본격
적인 수익경영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임원 인사와 조직 개
편을 단행한 뒤 시장 상황에 맞춰 공격경영을 펼친다는 계획
이었다. 주택사업에서는 국내 건설사 중 최대 규모인 1만
3,333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이 해
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서울·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집중
키로 했다. 이 같은 주택사업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롯데건설
은 초고층과 공공부문의 토목공사 등에 적극 참여해 수주 11조

원, 매출 4조 3500억 원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진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롯데건설인의 도전과 열정은 계속해서 이어
졌다.

주택사업의 리스크 관리로 불황 넘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우리 건설사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렇지 않아도 주택시장 사정이 좋지 않은데 직격
탄을 맞은 셈이었다. 롯데건설 역시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
다. 상시 리스크 분석 전담조직인 워룸에서는 관리사업장에
대한 등급 관리를 실시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
다. 이에 롯데건설은 수주잔고 사업장들의 상황 변화에 즉각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적극 반영했다. 이러한 일련의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미
분양 소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다. 일례로,
회현동 ‘롯데캐슬아이리스’의 분양광고를 로스앤젤레스 한인
언론에 실어 해외거주 한인들에게 알렸다. 이러한 노력 덕분
에 미분양은 조금씩 해소돼 갔다.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1~2인 가구
소형주택, 보금자리주택, 민간임대주택, 해외실버주택 등 다양
한 사업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대부
분 사업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향후 민간임대사
업과 해외주택사업을 실현시키는 촉진제가 됐다. 2009년 들어
서 정부도 경제위기 심화에 대처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등 다양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내
놓았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대해서는 DTI, LTV규제를
강화 확대하는 방향은 틀지 않았다. 롯데건설은 주택시장의 상
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최대 규모인 5,239세대를 분양한 화명
동 롯데캐슬카이저를 포함해 6개 사업장, 11,053세대를 공급했
었다. 다행히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에 조금씩 훈풍이
불었다. 경제위기 시기임을 감안하면 성공적인 결과였다.

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
지만 주택시장은 극적인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에 롯
데건설은 안정적인 사업구도를 구축,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 주택사업의 경우, 분양을 책임지는 것보다 리스
크를 최소화하고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사업 형태를
선호했다. 흥인동 사옥을 애경에 매각한 뒤 외주사업으로 ‘동
대문와이즈캐슬’을 진행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지식산업센터
인 ‘서울숲IT캐슬’과 ‘기흥역롯데캐슬스카이주상복합’도 안정
적인 사업구도 속에서 추진한 사업장이었다. 이런 이유로
2012년 한 해 동안 5,246세대를 공급, 전년보다 20% 이상 저
조한 실적에 그쳤다.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주택
시장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다. 그러나 시장 개선이 현저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부산을 비롯한 지방에는 많은 물량
이 공급되면서 수요 감소로 미분양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을
맞고 있었다. 부산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는 롯데건설은 자
체적으로 강도 높은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수주에 있어서는
전년도 3조 1,000억 원에서 2조 4,000억 원으로 30% 이상
실적이 하락했다. 분양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선별적
으로 수주를 진행한 덕분에 공급은 전년도보다 다소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적이 저조해 6,520세대에 불과했다. 이때,
불광동롯데캐슬 588세대, 신정뉴타운롯데캐슬 930세대, 다대
롯데캐슬블루 1,326세대 등을 공급했다.

롯데건설은 경영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전체 수주 실적도 다
소 부진하자 비상경영체제를 더욱 강화했다. 임원 연봉 10%
반납, 저성과자 퇴출, 투자심의 강화 등 극약처방이 가해졌다.
유상증자나 차입을 줄이는 등의 노력으로 재무구조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관심을 쏟았다. 선투자된 사업
의 공기 단축과 조기 수금을 통해 금융비용을 최대한 줄여 나
가고 현장별 미수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했다. 또 PF보
증을 포함한 차입금이 실제로 감축될 수 있도록 자금관리계획
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관리했다. 비록 2012년 말 경영실적이
목표대비 수주 74.2%, 매출 91.9%로 부진했으나 이익면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 2013년에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4조 3,363억 원에 이르렀다. 이후에
도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롯데건설 임직원 모두는 최
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한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는 기획개발사업의 관
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사업본부와 건축사업본부가 해당 사
업을 나눠 맡았다. 주택사업본부는 원주기업도시, 청라골프장
등의 사업장을 관리했다. 기존의 주택사업1·2팀을 주택사업
1~3부문으로 하고 개발사업팀을 주택사업4부문으로 하는 등
의 조직체계 변경도 취했다. 기존의 팀제에서 부문제로 변경
함으로써 임원들을 각 부문장으로 직책을 부여해 책임경영을
실현하려는 조치였다. 2012년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미분양 수치가 6만 9,000호에서 7만 4,000호
로 다소 높아졌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을 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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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해 2010년에도 정부는 지속적
으로 부양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국의 10만 세대 넘는 미분
양 아파트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게다가 금리까지 높아
공급에 어려움이 많았다. 롯데건설도 형편이 다르지 않아 그
해에 4개 사업장, 4,978세대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재
건축·재개발사업에서는 우수한 수주 실적을 거뒀다. 상계6
재개발사업 1,013세대, 길음1 재개발사업 2,029세대, 고덕7
재건축사업 1,859세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1만 2,120
세대 등의 15개 사업장, 3만 2,947세대(컨소시엄 포함)를 수주
했다. 이들 사업은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의 미래 성
장을 기약하는 밀알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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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의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다

고객과 자연을 생각한 친환경 기술
비전 달성을 위해 친환경 그린아파트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자
체 연구 보고서가 작성됐다. 롯데건설 디자인연구소는 주거문
화 트렌드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웨어(Ware) & 친자연
웨어’, ‘가치의 재생산’ 등을 화두로 아파트의 사소한 부분까지
고객이 에너지 절감 상품을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
다. 롯데건설은 친환경 주거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
가기로 했다. 이미 1996년에 국제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을 받은 만큼 지속적인 친환경·재생에너지 개발에 관심
을 가져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데 앞
장선다는 계획이었다.
때마침, 국토해양부가 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조달하는 ‘그린홈
*
(Green Home)’ 을 2020년까지 100만 세대로 늘린다는 발표
와 함께 관련 정책들을 펼쳤다. 이에 부응해 롯데건설은 주거
시설 등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기술개발과 그린홈 구
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린홈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
술을 잇달아 개발한 후 신규분양 단지에 접목을 시도하기 시
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건축물 CO₂ 평가시스템 개발이 이뤄

졌다. 롯데건설은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CO₂ 발생 총량을
평가 관리하며, 지속적인 감축을 위해 초고층 건축물·공동주
택·일반 건축물 등의 건축방식 및 운영방식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부하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용인 ‘신
동백롯데캐슬에코’에 시범적으로 적용됐다. 단열성능이 우수
한 유리창과 단열재, 대기전력 차단 및 일괄 가스·조명 차단
스위치 등 첨단 에너지 절약기술을 사용했다. 그 결과,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CO₂ 배출량이 20% 감소됐다.
원주 공공청사에 적용된 지열발전시스템도 롯데건설이 자랑할
만한 친환경 건축 기술이었다. 이 건물에 지열설비 200m×43
공을 설치한 발전 시스템으로 약 2,500㎡ 규모의 지하문화시
설에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했다. 또 태양광 에너지는 원주 공
공청사 가로등을 밝히는 등 건물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대구 수성3가 롯데캐슬에도 소형 열병합 발전시스
템을 도입 적용했다. 하나의 연료원으로 전기와 난방열을 생
산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좋아 입주자로부터 호평을 받았
다. 대구 평리 롯데캐슬은 소형 열병합 발전기(65㎾) 8대를 설
치, 난방비를 대폭 절감했다. 이밖에도 롯데건설은 장차 1~2
인 가구 수요를 대비한 초소형 주택에 적용할 친환경 기술로
옥상 녹화, 빗물이용 시설, 환기 시스템, 발광다이오드(LED)

* 그린홈(Green Home)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가전기술,
친환경 요소 등을 이용한 친환경 미래형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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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기술력과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를 추구하는
롯데건설의 노력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 세로토닌 홈(Serotonin Home)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뇌에서 역시 신경전달물질인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한다. 낮인데도 생체리듬이 밤에
맞춰져 있어 주간 졸림증과 피로가 나타난다. ‘세로토닌 홈’
은 세로토닌이 잘 분비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집이다.

조명 등을 선보였다. 옥상 녹화는 아파트 옥상에 조성한 것으로
입주민들의 여가생활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열전도율을 낮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건물의 내구성도 향상시켰다. ‘빌트인
가전 대기전력 차단스위치’도 개발해 활용했다. 세대당 전기요
금의 10~15%에 달하는 대기전력을 차단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서울 평창동 ‘롯데캐슬 로잔’에는 유비쿼터스 기상
관측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아파트 단지에 별도 기상
관측장비를 설치하고 홈 네트워크를 연계해 입주민에게 날씨
등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췄다.
*

롯데건설은 건설 친환경 주거문화 모임인 ‘세로토닌 홈’ 활동
을 지원했다. 2009년 10월 서울 서초동 주택문화관에서 주택
건설에 접목하는 세로토닌에 대한 특강이 열렸다. 강의를 통
해 주택 내 시멘트 유해물질과 곰팡이, 소음 등을 차단하는 방
법이 전달됐다. 이러한 노력이 알려져 그해 12월 환경부가 주
관한 ‘친환경 어린이놀이터 공모전’에서 화성동탄 롯데캐슬 놀
이터가 공동주택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친환경 나무 자재들로 만들었다는 점이 높이 평
가됐다. 국내 최초로 롯데건설은 아파트단지에 빛과 소리가
*
어우러진 ‘미디어폴(Media Pole)’ 을 도입 적용했다. USB 충
전 단자를 내장한 스마트 콘센트와 첨단기능을 갖춘 조경시설
인 ‘스마트 트리(Smart Tree)’도 개발했다. 대표적인 스마트
커뮤니티 시스템으로 ‘스마트 홈오피스’와 ‘스마트 가든’, ‘수목
명패 QR코드’ 등이 개발됐다. 이들 시스템은 2011년 분양한
‘부산 정관2차 롯데캐슬’, ‘충남 내포신도시 롯데캐슬’ 현장에
처음 적용됐다.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 GRI가 처음 세워진 것은 1997년이다.
지속가능 보고서는 기업이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담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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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콜 서비스 역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강화하려
는 대표적인 지속가능경영의 한 사례였다. 해피콜 서비스는
분양, 수금, 하자접수 등 각종 고객상담 업무를 맡았다. 이 서
비스를 운영하면서 롯데건설은 A/S 만족도 및 불편사항 등을
조사해 고객만족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했다. 똑같은 불
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2012년부터는 접
수된 모든 A/S 건에 대한 해피콜을 실시해 고객 만족도를 높
였다.
2012년 롯데건설은 조직개편을 실행하면서 대표이사 직속으
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지속
가능경영을 펼쳤다. 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아래에는 환경,
윤리, 동반성장 등 6대 분과를 뒀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의 책무를 다하고자 힘썼다.
이러한 경영활동은 지속가능경영사무국에서 기록으로 남겼
다. 2013년 8월 전년도의 한 해 동안 이뤄진 지속가능경영 성
과를 담아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고객과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장기적인 기업가치
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수록됐다.
*

* 미디어폴(Media Pole)
LED 조명과 음향시설을 조합한 기둥 모양의
멀티미디어 환경시설물. Full Color LED 조명의
화려한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신개념 조명 모듈 시스템
(Lighting Module System)이다.

시도하고 있었다. 고객서비스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이 부서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재진단하고 잠
재 고객부터 분양 및 입주고객까지 니즈를 분석, 롯데건설만
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고급화를 시도했다.

지속가능경영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
2010년대 들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패러다임이 각광을 받았
다. 경영의 전통적인 가치 외에 경영투명성과 윤리경영, 기업
의 사회기여와 환경보호에 대한 공익적 기여가 중시된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다. 롯데건설은 2007년부터 지속가능경영을

국제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에 따라
작성됐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세계적인 표준인 ISO
26000을 반영했다. 첫 롯데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13
년 10월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주최하는 ‘글로벌스탠더드 경영
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후, 매년 발간된 롯데건설 지속가
능경영보고서는 고객과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확장의
도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했다.

2000년부터 추진된 윤리경영은 2012년에 이르러 지난 10년간

의 활동을 진단하고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지속적으로
윤리경영활동의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롯데건설
의 윤리경영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윤리강령과 행동규
범 제정, 윤리서약 준수, 체계적인 윤리교육 시행 등으로 투명
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했다. 윤리경영 조직은 윤
리사무국과 감사 파트로 구분, 운영됐다. 윤리사무국은 사이
버 신문고 및 자기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 임직원을 대
상으로 한 윤리경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감
사 파트는 현장 및 본사 부서에 대한 감사 수행과 아울러 사업
비 집행 검토, 운영현황 점검 등을 맡았다. 2013년 1월에는 전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순회교육을 시행했다. 윤리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윤리경영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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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에서는 롯데 차원의 ‘Green Life 2018 in LOTTE’라
는 녹색비전에 걸맞게 롯데건설은 일상적인 환경규제 준수라
는 틀을 넘어 선도적 환경경영을 추진해 나갔다. 녹색경영은
환경경영분과위에서 업무를 맡아 환경전략 수립, 리스크관리,
정보제공교육, 평가 등의 활동을 펼쳤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HSE 부문, 기술연구원 등의 관련 팀과 협업이 이뤄졌다. 또
녹색경영 체제확립, 녹색사업화 추진, 녹색기반 구축이라는 3
대 전략방향 아래 사업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고 다양한 녹색기술을 개발·적용하는 일을 지원했다.
일찍이 1996년 국제표준인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 환경친화적 기업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활동에 적극적으
로 대처해온 롯데건설은 정부와의 친환경 기술연구 국책사업
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녹색기술을 선도했다. 2009년 국토해양
부와의 국책사업인 ‘자연 에너지의 도로시설물 활용방안 연구’
는 첨단토목기술, IT 기술, 차세대 자동차 기술 등을 상호 접
목해 빠르면서도 안전한 지능형 고속도로 개발에 기여했다.
2014년에 개발한 소규모 분산형 지열시스템은 개별 현장 여건
에 적합한 지열원을 활용하는 친환경 고효율의 지열에너지시
스템으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일조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국가 품질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2010년 제3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
서 건설업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
‘전사 차원의 활발한 혁신활동’과 ‘품질시스템 개선’이 주제였
다. 2년 뒤, 롯데건설 플랜트사업본부 청라·김포집단에너지
현장의 ‘에너지월드’ 품질분임조는 ‘지역난방 열배관 공사 공법
개선으로 열공급 일정 준수’라는 주제로 은상을 획득했다. 동상

━
롯데건설은 녹색경영을 적극 추진했다.
산업계 녹색구매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
2005년 6월 친환경 박람회에 참가, 신기술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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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의 토목연구팀 분임조와 주택사업본부
용인 신동백아파트 현장의 분임조가 받았다. 주제는 각각 ‘시
*
공 전 기술 검토를 통한 TBM(Tool Box Meeting) 품질안전
향상’과 ‘콘크리트의 부위별 최적 배합 설계에 따른 원가절감
및 품질 향상’이었다. 지속가능경영과 고객 만족을 위한 품질
향상 노력이 반영된 결과였다.

‘롯데’다운 상생과 나눔의 실천

* TBM(Tool Box Meeting)
작업현장 근처에서 소수의 작업자가 대화하는 것으로
‘도구상자집회’이다.
*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높은 전문기관에서
보관하는 제도.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맺으면 기술 유출을
막고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성과공유제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 성과를 배분하는 개념이다.
대기업이 파트너사와 함께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협력업체와 나눠 갖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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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초,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상생경영에 나선
롯데건설은 해마다 ‘Best Partners Conference’를 열었다. 이
행사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건설산업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
고, 파트너사의 지속적인 공동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CEO의 공사 현장 및 파트너사 방문 등을 통해
파트너사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소통
은 동반성장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국토해양부의
‘2009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조사에서 롯데건설은 상호
협력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돼 1년간 사전적격심사(PQ)와 시공
능력평가에서 혜택을 받게 됐다. 2010년에 열린 ‘Best
Partners Conference’에서는 파트너사 정기평가를 통해 선정
된 태영건업(주) 등 50개 사를 우수 파트너사로 선정, 포상했
다. 조달 사이트를 통해 원가절감 방안 및 신기술 등 활발한
제안활동을 펼친 삼학(주)은 제안활동 우수 파트너사로 선정
됐다. 그리고 강남건설(주) 등 4개 사는 안전보건방침을 성실
히 이행하고 재해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2010년 12월 롯데건설을 비롯한 7개 계열사 사장과 79개 파트
너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 동반성장 아카데미’ 개원
식이 열렸다. 롯데 동반성장 아카데미는 롯데 계열사의 전 파
트너사를 대상으로 교육 지원, 기술 전수, 경영 자문 등의 활
동을 진행했다. 이듬해 2월부터는 협력업체들의 경영능력 강
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관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신규 개
설됐다. 2011년 11월 롯데건설은 10여 명으로 구성된 ‘동반성

장추진사무국’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CEO 직속기구로서 동
반성장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사무국은 동반성장
운영계획의 수립 및 관리를 담당했다. 외주구매실장이 국장을
맡고 자금과 기획, 안전지원담당 부서장이 사무국을 공동으로
이끌었다. 매월 회의를 여는데 CEO가 3개월마다 직접 주재해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롯데건설 CEO가 직접 파트너사를 찾아가 생생한 파트너사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2010년 12월부터는 매분기 파트너사
사무실 또는 현장에서 파트너사와 동반성장 간담회를 정기적
으로 실시했다. 1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 및 대금 결제
기간 단축 등의 지원도 이루어졌다. 상생 협력은 롯데건설의
지속성장 전략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상생 협력이 부수
적 업무가 아닌,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관리 대상의 하나가 된
것이었다. 한 차원 더 높은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롯데건설
과 파트너사가 베스트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힘쓰는
풍토가 조성됐다. 2011년 파트너사로부터 기술지원 요청이 있
자 롯데건설은 이를 중점 추진과제로 삼았다. 이후 파트너사
와 공동 연구개발과 공동 특허출원을 적극 추진했다. 이와 더
*
불어 기술자료 임치제도 계약을 체결, 파트너사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동반성장 펀드 300억 원을 조성, 단기자금 운영에 어려
움을 겪는 파트너사를 위해 설·추석 등 자금수요가 몰리는
시점에 특별 운영자금을 지원했다. 동반성장 무이자 대여금
지원 등의 다각적 금융지원제도도 마련했다. 이미 시행 중인
*
‘성과공유제’ 는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했다. 아울러 동반성장
성과 및 지원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반성장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롯데건설의 사회공헌 활동은 그리
드러나 보이지 않았다. 진정한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은 ‘베푸는
게 아니라 갚는 것’이라는 구성원 모두의 인식 때문이었다. 급
여의 일부를 사회에 돌려주는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제도와 ‘사랑나눔 봉사단’ 중심의 활동은 단연 돋보였다. ‘매칭
그랜트’ 제도는 2012년에 시작됐는데 임직원이 급여 중 일부를
기부하면 같은 금액을 회사도 기부하는 형식이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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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가정을 찾아 집을 고쳐주는 ‘희망의 집수리’ 활동
━
2011년부터 시작된 가족친화 프로그램

모인 후원금으로 ‘사랑나눔 기금’을 만들어 임직원들은 40여
개의 봉사팀을 꾸렸다. 이들 봉사팀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문
화유산 보호,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유소년 장학금 지원, 불
우이웃돕기, 현충원 방문 봉사활동 등을 펼쳤다.
문화재 보호는 아파트 분양과 연계시킨 특색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었다. 서울 마포 프레지던트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때
청약 1건당 일정액의 성금을 모아 마포구 내 문화재 보호에 쓰
이도록 기부금을 전달했다. 또 대구 본리동과 범어동 롯데캐
슬 모델하우스에서는 축하화환 대신 증정받은 쌀 120포를 각
구청에 기부, 지역 불우이웃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전국 각지
의 저소득 가정을 찾아 집을 고쳐주는 ‘희망의 집수리’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도배와 바닥장판 교체는 물론 집안 청소
까지 도왔다. 저소득 가정에는 김치 또는 쌀, 라면, 휴지 등 생
필품을 전달했다. 또 어려운 영세 예술단체를 후원하는 ‘자선
음악 바자회’를 열기도 했다. 2006년부터는 프로야구단인 롯
데자이언츠와 연계, 팀이 승리하거나 홈런을 칠 경우 사랑의
쌀을 적립해 부산시에 전달했다. 매년 부산·경남지역의 초·
중·고등학교 야구부에 1년 치 연습용 야구공을 전달하는 행
사도 열었다. 부산·대구지역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했다.
2010년 2월 부산 롯데타운 현장 임직원들은 부산 화재 취약지
구인 고지대 및 재래시장 등에 1,500만원 상당의 소화기와 감
지기를 기증했다. 화려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
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사례로 꼽혔다. 2013년 9월

롯데건설은 12개 대형 건설사들과 함께 남구로역 편의시설 증
축공사를 지원했다.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건설일용직 근로
자들이 모이는 남구로역 인근 새벽 인력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였다. 구로4동 자치회관 내 공중화장실 등
을 시공해 기부채납했다. 2011년 11월부터 분기별로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롯데건설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롯데건설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가족친화경영을 실천
하기 위한 행사였다. 이들은 롯데월드타워 현장을 방문하고
겨울에는 스키장, 여름에는 해수욕 위주의 계절별 체험 프로그
램에 참가했다. 해를 더할수록 지원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2019년 5월 현재 누적인원 기준 395명, 가족 포함 1,465명이
참여했다.
롯데 계열사 노사는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발표 이후 적
극적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왔다. 특히 롯데건설은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2014년부터 정년 60세 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시행했다. 이 밖에 육아휴직제와 어린이집 운영, 유
연근무제 도입, 가족행사 선물지급 등 임직원 가족이 회사를
이해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했다.
2015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2018년 11월에도 재선정됐다.
고객과의 소통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2002년부터 발행한 사외
보 <인캐슬(INCASTLE)>과 별도로 2015년 3월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누구나 편리하게 <인캐슬>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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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구조와 활동무대를 다양화하다

V.R.I.Cs 국가에 그룹사와 동반 진출
롯데는 ‘글로벌 그룹’으로 변신하는 신성장 동력의 열쇠를 해
외시장에서 찾고자 했다. 그 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롯데건설이었다. ‘비전 2018’에 따라 롯데는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를 거점으로 정하고 글로벌
사업을 추진했다. 롯데건설도 백화점, 호텔, 제과, 마트, 석유
화학 등 그룹 계열사와의 동반 진출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
을 세웠다. 안정적인 공사 진행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유리한 점 때문이었다. 해외건설 노하우
와 네트워크를 축적한 뒤 대형 인프라 공사와 투자형 개발사
업에 적극 진출한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2003년 해외 건설업계의 불모지로 분류되는 러시아, 그중에서
도 건설 제약이 가장 심한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롯데의 깃발
이 휘날렸다. 롯데건설은 롯데플라자를 2007년에 완공하고
2010년에는 호텔까지 성공적으로 완공했다. 문을 연 ‘롯데호텔
모스크바’는 롯데호텔의 첫 해외 체인으로 기록됐다. 이 호텔
은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에 304개의 객실과 3개의 레스토
랑, 최고급 스파 등을 갖췄다. 2010년 최우수 건설프로젝트로
모스크바 시장의 표창을 받았다.

다음으로 추진된 프로젝트는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남서쪽으
로 12㎞ 떨어진 프롭사유즈나야의 ‘롯데 비즈니스센터’였다.
2011년 1월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해 완공 예정일을 맞추기
위한 특수 공법이 동원됐다. 현장직원들은 추위와의 싸움을 이
겨내며 공사를 강행해야만 했다. 지하 2층 지상 22층의 연면적
5만 8,660㎡ 규모로 상가와 오피스 등이 입주했다. 2013년
3월 말 러시아에서 소수민족인 고려인의 위상을 크게 높여줄
‘롯데 비즈니스센터’가 완공됐다.
러시아에 이어 베트남에도 계열사와 동반 진출했다. 이미 롯데
건설은 베트남에서 롯데마트 1호점을 성공적으로 완공시켰다.
200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롯데쇼핑과 호텔 측이 복합단지의
토지사용권과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롯데센터 하노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2010년 5월부터 대형 주상복합빌딩 ‘롯데센터 하노이’ 공사를
착공해 하노이에서 또 다른 명물의 탄생을 예고했다. 롯데가
공사비만 4억 달러를 투자해 개발하는 ‘롯데센터 하노이’는 지
하 5층 지상 65층(높이 272m) 규모로 연면적이 25만 3,402㎡
에 이르렀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1.4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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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부터 시작된 대형 주상복합빌딩 공사인
‘롯데센터 하노이’ 프로젝트. ‘롯데센터 하노이’는
지하 5층 지상 65층(높이 272m) 규모로 2014년 9월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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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연성 콘크리트 기술도 선보였다. 이 기술은 초고층 건축
물의 기반이 되는 대형 매트 기초(Mat foundation)에서 콘크
리트의 굳는 시간을 기존 1.5시간에서 최대 4∼10시간까지 늦춰
기초의 상·하부 타설 시간차에 따른 대응력을 높인 게 특징
이었다.
‘롯데센터 하노이’ 공사에는 이산화탄소 저감형 콘크리트가 쓰
였다. 이산화탄소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롯데건설
만의 우수한 배합설계를 토대로 콘크리트 제조 때 사용되는
시멘트 사용량을 최소화했다. 롯데건설은 특수 배합설계를
통해 콘크리트 1㎥ 당 108㎏의 시멘트를 감량시키면서도 품질
이 우수한 콘크리트를 만들었다. 베트남 레미콘회사에 배합기
술을 이전해 줘 롯데건설이 친환경기업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심었다.
이처럼 ‘롯데센터 하노이’ 공사는 롯데건설의 고도의 기술력과
치밀한 계획이 집약된 현장이었다. 안전면에서도 만전을 기하
였다. 1,800만 시간 무재해·무사고로 현장이 베트남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는데 베트남의 열악한 건설환경을 감안하면
현지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었다.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도 칭찬 일색이었다. 이렇듯 ‘롯데센터 하노이’ 공사는

베트남 건설 문화를 바꿔놓은 획기적 사업이었다.
2013년 7월에는 상량식이 응웬 티 도안 베트남 국가 부주석
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마침내 이듬해 9월에 준공
한 ‘롯데센터 하노이’는 수도 하노이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
고층 건물이 됐다. 아름다운 외관을 자랑하는 ‘롯데센터 하노
이’는 베트남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를 형상화해 우아한 곡선미
와 고급스러운 푸른색을 띠었다. 건물의 동관과 서관이 상층
부에서 이어지는 형상은 한국과 베트남의 상호협력관계를 상
징했다. 지하 5층~지하 2층은 주차장, 지상 1층부터 6층까지
롯데백화점, 지상 8층부터 31층까지는 오피스로 구성됐다. 지
상 33층부터 64층까지는 특급호텔인 롯데호텔과 서비스드레
지던스, 고급 음식점과 식음료 매장 등이 들어섰다. 맨 꼭대기
층인 65층은 전망대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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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달리 베트남 현지 건설업체들의 기술력이 떨어지고 장
비도 열악해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롯데센터 하
노이’는 하노이에서 처음으로 지하 5층 구조로 건설해 큰 관심
을 불러일으켰다. 연약지반 위에 초고층 건축물을 짓기 위해
부지 전체에 최대 직경 2m에 달하는 파일을 지하 40~75m 깊
이로 445개를 심었다. 이를 통해 연약지반임에도 1만 1,000톤
에 달하는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됐다. 53시간 연속 지하 매트
타설공사를 진행한 것도 화제가 됐다. 롯데건설은 본사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10여명의 연구진을 현장에 파견, 타설
공사 1개월 전부터 현지 시멘트 공장에서 배합부터 타설 기법
까지 미리 수차례 테스트한 후 작업을 진행했다. 레미콘 차량
2,900대에 달하는 총 1만 8,700㎥의 콘크리트를 깊이 5.7m
규모로 타설했다.

각종 그룹공사의 성공을 발판으로 자체 해외사업 강화를 꾀한
다는 롯데건설의 전략이 차츰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석유, 가스 보유 자원국인 중동지역의 신규시장 진출
을 적극 모색하면서 롯데건설만의 특화된 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진출에 공을 들여 2011년
한국타이어 인도네시아공장 1단계 공사와 2014년 한국타이어
인도네시아공장 2단계 공사를 수주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본격
적인 수주영업을 위해 2014년 8월 인도네시아 지사를 자카르
타에 개설하고 지사장을 파견했다. 지사 업무가 확대된 이듬
해 1월, 직원을 충원했다.

철저한 관리체계 확립으로 거둔 성과
2014년 1월 롯데는 롯데건설 대표이사로 김치현 롯데그룹 정
책본부 운영실장을 임명했다. 1982년 롯데에 입사한 이래 그
는 롯데캐논 영업본부장, 롯데건설 해외영업본부장, 롯데알미
늄 대표이사, 롯데쇼핑 부사장 등 계열사를 두루 거치며 경험
을 쌓은 전문 경영인이었다. 그룹 정책본부에서 계열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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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경영과 사업 전략 수립을 주도해온 김치현 사장이 롯데
월드타워 건설의 중책에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2월 4일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김치현 사장은 “미래 성장
동력 마련과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차별화된 역량을 함
께 키워 나가자”며 “당면한 과제인 초고층 롯데월드타워의 성
공적 완공 등을 위해 현장중심경영 및 윤리경영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직원 모두가 김치현 사장의 탁월한 조직관
리 능력과 비전 제시에 기대를 걸었다.
2013년 롯데는 롯데쇼핑을 비롯한 각 계열사들이 정부 사정기
관들로부터 릴레이식 조사를 받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었다. 이에 김치현 사장은 취임 직후 내실경영과 위기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상시 비상경영에서 한
단계 높은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철저한 리스크관리에 임
했다. 한편으로는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나섰다. 롯데월드타
워 및 부산 롯데타운 등 100층 이상 초고층 프로젝트와 베트
남, 중국, 요르단, 등지의 해외토목 및 플랜트 사업, 대규모 복
합개발 사업 등을 철저한 관리 속에 추진했다.
롯데건설은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매년
5월과 11월에 정기적으로 ‘현장의 날’ 행사를 계획했다. 2014년
5월 열린 첫 행사에서는 본사 전 임원과 팀장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요원으로 활동하며 안전관리 업무 지원에 나섰다.
이후 ‘현장의 날’은 2016년에 ‘안전소통의 날’로 변경돼 안전관
리는 물론 경영진과 현장직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사로
발전했다. 2014년 7월부터는 ‘준공 현장 지원의 날’ 행사가 시
작됐다. 준공을 앞둔 현장에 본사 지원부서 임직원들이 찾아
가 준공 청소를 지원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 부동산 3법
201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률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 조합원에게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 허용)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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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부산·대구 사업소가 개설한 데 이어 호남사업소
를 신설했다. 광주, 전주 등 전라권 지역의 재건축 및 재개발
수주전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해 말에는 부동산
*
3법 통과로 수혜를 입을 서울 강남권 수주영업에 전력을 다하
기 위해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강남지사를 신설했다.

2015년 연초, 롯데는 내실경영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이를 계
기로 롯데건설은 차별화된 주력 상품을 찾고 경쟁력을 강화하
는 데 고심했다. 특히 초고층과 플랜트 사업을 중심으로 중장
기 경영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의 지시로 롯
데는 그룹 경영투명화 작업에 착수한지 3개월 만인 2015년
10월 그룹 전체 순환출자 고리 중 84%(349개)를 해소했다. 11월
에는 지배구조개선 테스크포스를 통해 자산규모 3,000억 원
이상 비상장 계열사는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계열사는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롯데건설은 2016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 이들 사항들을 의결해 시행했다. 2015년 임직원
모두가 경영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인 덕분에 전년도에 비해
매출은 축소됐지만 경상이익은 늘었다. 이는 원가관리의 중요
성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으며 2016년 매출 4조 7,000억
원, 경상이익 2,000억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
었다.
2016년 들어 최대 관심사는 원가 개선을 통한 재무 건정성 확
보와 Value-chain 확대를 위한 사업본부별 주력상품 개발,
롯데월드타워 준공 등이었다. 철저한 사업일정 준수 및 원가
관리로 매출과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었다. Valuechain 확대를 목표로 주택사업본부에 임대사업부문과 해외주
택TFT를 신설했다. 토목사업본부는 토목설계팀을 신설,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건축사업본부는 초고층사업부문을 별도
운영해 초고층 수주와 롯데월드타워 준공을 지원하도록 했다.
플랜트사업본부는 EPC 역량 확보를 위해 화공·발전 플랜트
사업을 집중 양성하기로 했다. 해외영업본부는 베트남, 인도
네시아 등 그룹 거점국가를 우선적으로 인접국가로 선별 확대
한다는 전략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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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개통된 적성-전곡 고속도로.
도로 중간의 동이1교는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부동산 시장 위기는
2009년에도 이어져 주택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한동안
정부의 공공사업 발주 물량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
만 수익성 위주로 선별 수주하던 토목사업본부의 영업력은 다
른 대형 건설사들에 비해 뒤쳐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
진다면 2~3년 후에는 일감이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았다. 토목사업본부는 조직 개편과 인재 영입을 통해 각
사업분야별로 전문화된 체계를 구축하고, 2009년 공격적인 수
주 목표를 수립해 본부 전 임직원들이 수주활동에 열정을 쏟
았다. 비록 민자사업 지연으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최저가와 턴키 공사를 연이어 수주하며 본부 최초로 수주 1조
원을 넘기는 기록을 달성했다.

롯데건설은 신설구간을 맡아 4.75㎞ 도로를 시공하고 2014년
12월 준공했다. 2009년 5월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 2공구를
580억 원에 수주했다. 2.34㎞의 4차선 도로 공사를 7월부터
시작해 2016년 1월에 마치며 개통을 했다. 교량 중 동이1교는
연천의 랜드마크로서 국내 최장의 타정식 강합성 사장교로 지
어져 지역의 명물로 부상했다. 2009년 12월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920공구를 1,411억 원에 수주했다. 같은 해 6월에 수
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215공구에 이은 지하철공
사였다. 1997년 준공한 서울지하철 5호선 건설공사 5-20공구
이후 12년 만에 맡게 된 서울지하철 공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김포공항에서 보훈병원까지 이어지는 9호선 중 송파
구 석촌동 석촌역부터 방이동 올림픽공원 남4문까지 1.39㎞
*
구간을 시공했다. TBM공법 을 적용해 도심지 터널공사를 무
사히 마치고 2018년 12월 준공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턴키공사가 1월에 마수걸이를 했다. 기존
도로 확장 및 지선을 신설하는 냉정-부산 고속도로 확장공사
7공구를 782억 원에 수주했다. 남해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와
차로수 불균형에 따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공사였다.

일반 외주공사의 수주도 호조세를 보였다. 2009년 2월 경부고
속철도 노반건설공사 10-3A공구와 국도2-25호선 대체우회
도로 건설공사 수주를 시작으로 4월 장안-온산 국도건설공사
1공구를 946억 원에 수주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울산광

위기를 기회로 바꾼 토목사업 업역 확대

* TBM(Tunnel Boring Machine) 공법
터널 굴착기를 동원, 암반을 압쇄하거나 절삭해
굴착하는 기계식 굴착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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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울주군까지 7.68㎞ 4차선 도로를 2018년 2월까지 시공
했다. 2009년 6월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공사 4공구를
1,019억 원에 수주했다.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에서
냉천리까지 터널 1개소(3,094m), 교량 1개소(408m)를 포함한
5.41㎞ 고속도로를 시공하고 2015년 12월에 준공했다. 2009년
9월에는 호남고속철도 노반건설공사 2-1공구, 4-1공구를 동
시 수주했다. 호남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
라 양대 고속철도 기간망으로서 국토 균형 발전에 일익을 담
당했다. 이 고속철도 2개 공구의 수주금액만 3,890억 원에 달
했다.

━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 현장

일반 외주공사 수주 강세는 2010년에도 지속됐다. 특히 7월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공사 16개 공구 중 5개 공구를 4,593
억 원에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전 타사가 가지고 있
던 4개 공구 동시 수주 기록으로 넘어선 것이었다. 이로서 기
발주된 3개 공구까지 포함한 상주-영덕 고속도로 총연장
107.6㎞ 중 34.9㎞를 롯데건설이 시공하게 됐다. 2016년 12
월, 78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주택
경기 침체 장기화로 모든 건설사들이 공공공사에 집중하면서
과도한 입찰경쟁을 불러일으켰다. 손실을 보더라도 당장 먹거
리를 위한 적자 수주도 불사하는 상황이었다.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려는 롯데건설의 수주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결
국 선별적으로 입찰에 참여, 2012년 4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금
강3교 건설공사를 453억 원에 수주했다. 822m에 이르는 교량
을 2015년 10월 완공했다. 새만금사업 관련공사인 새만금 방
수제 동진2공구 건설공사와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조성공사
1-1공구도 2013년 1월 475억 원에, 2015년 11월 816억 원에
각각 수주했다.
일반 외주공사 입찰을 담당하는 예산견적부문은 신규 입찰제
도 적응과 새로운 수주 업역 확대에 고심했다. 특히 2016년
부터 도입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주
지원팀 및 토목공사부문과 협업해 제반 사항을 사전에 준비했
다. 그 덕분에 전년도 12월 시범사업으로 나온 영동고속도로여
주-강릉 시설개량공사 1공구를 478억 원에 수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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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동안 기존 고속도로 37.3㎞ 구간의 포장 및 시설물을
개량함으로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한몫했다. 보증 시공공사 입찰로 타사가 중도 포기한 공사
를 수주한 경우도 있었다. 2016년 1월 693억 원에 수주한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4공구가 그에 속했다. 발 빠른 정
보 수집과 현장 실사 등의 정확한 사업성 분석을 통한 신속한
참여 결정으로 수주가 가능했다. 이로서 롯데건설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8개 공구 중 3개 공구를 맡았다. 2002년에 시작
한 8공구 연장 7.96㎞를 2022년까지 시공할 예정이며, 민자사
업으로 참여한 6공구는 연장 2.4㎞를 2016년 5월에 시공을 마
치고 개통했다.
토목사업본부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턴키공사 수주 확보에 열
중했다. 선도업체들을 지속 벤치마킹하면서 입찰에 참여,
2013년 5월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공사 1공구를 대형 건설
사들과 경쟁해 1,390억 원에 수주했다. 총연장 4.9㎞ 중 터널
만 3.9㎞에 이르렀는데 2014년 5월 착공해 2021년 5월 준공
예정이다. 2015년 5월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 2공구
9.97㎞를 1,282억 원에 수주, 그 해 6월에 착공했다. 2015년
11월 1,289억 원에 수주한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공사 2공
구는 충남 아산시 염치읍부터 탕정면까지 3.74㎞ 구간에 4차
선 도로를 이듬해 5월부터 시공하기 시작했다. 잇따른 수주로
활력을 되찾은 기술영업부문은 설계를 전담할 토목설계팀을
2016년에 신설했다. 설계분야 인재를 영입하고 집중 양성해
고품질 설계 성과품을 만들어 대형 턴키공사의 수주 성공률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뛰어난 설계능력을 발휘해 롯데건설은
2017년 11월 식만-사상(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와 금강보행
교 건설공사를 유수 건설사들과 경쟁 끝에 2,568억 원과 995억
원에 각각 수주했다. 식만-사상 도로건설공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에서부터 사상구 삼락동까지 낙동강과 서낙동강
을 가로지르는 교량 7개소(3,070m)를 포함한 8.24㎞ 도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금강보행교 건설공사는 세종시청 앞 금강을
가로지는 1.65㎞의 원형 보행교로 세종특별자치시의 랜드 마
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2010년 7월 부산 영도대교 보수 및 복원공사를
시작해 영도대교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기존 구조물과 동일한 구조로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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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MRG 제도 폐지에 따른 리스크 상승으로 잠시 주춤했
던 민자사업은 선별적 제휴 참여를 통해 실적이 계속 쌓였다.
2017년 그간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도로분야에서 국내 최초
대심도 복합터널인 이수-과천 복합터널사업을 신규 제안했
다. 동시에 대형국책사업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위례-신사
경전철, GTX라인 등 철도사업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
다. 그뿐 아니라 기존 대정부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사업
으로의 업역 확대를 꾀했다. 과거의 골프장 시공 경험을 바탕
으로 2014년 4월 김포공항 대중골프장을 660억 원에 수주,
2016년 10월부터 126만 3,000㎡ 부지에 27홀 건설에 들어갔다.
2016년 12월 세종레이캐슬 골프장도 759억 원에 수주해
2017년 5월 138만 9,000㎡ 부지에 27홀을 착공했다.

*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수입운영보장제.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 적자 부분을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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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그룹공사 수주는 롯데건설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010
년 7월 착공한 부산 영도대교 보수 및 복원공사는 영도대교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기존 구조물과 동일한 구조로
복원하는 사업이었다. 1934년 11월 완공된 영도대교는 우리나
라 최초 연륙교이며 유일한 도개교로서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
56호이자 20세기 초 부산항의 랜드마크였다. 교통량 증가로
1966년 도개를 중단했고 2003년 철거 판정을 받았으나 이 복
원공사를 통해 부산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줬다. 한편 롯데
월드타워 건립 관련 기반공사가 시작됐다. 서울특별시와 사업
의 인허가 조건부로 롯데는 롯데월드타워 신축에 따른 잠실역
주변 교통체증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물을 기
부채납하기로 했다. 2011년 2월부터 2호선 잠실역 일대 지하
광장, 지하차도, 8호선 연결통로, 잠실역 확장, 버스환승주차
장 등 순차적으로 착공해 6여 년에 걸쳐 24시간 철야 공사를
수행했다. 지하광장 공사는 잠실역 사거리에 지하철과 버스환
승센터 승객들을 위해 지하 1~3층에 걸쳐 1만 2,589㎡ 면적의
편의시설을 시공했고, 지하차도 공사는 송파나루공원과 롯데
월드타워 자연녹지를 연결하는 358m 8차선 지하도로를 시공
해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공원 출입 동선을 제공했다. 버스환
승주차장 공사는 송파대로 지하에 1만 9,937㎡ 면적의 아시아
최초 버스환승센터를 시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했다. 특
히 이 공사는 적정공기가 48개월이었지만 그룹 숙원사업을 위

해 현장직원들이 불철주야 공정·안전·품질을 철저히 관리한
덕분에 25개월 만에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날로 심화되는 경쟁 속에 안정적 일감 확보를 위해 사업영역
다각화가 절실했다. 2011년 환경사업팀을 신설하고 새로운 분
야인 환경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부
산광역시가 7개 분구로 분리해 발주한 하수관거정비 사업 중
5개 분구를 수주, 공사비만 4,100억여 원에 달했다. 특히 환경
사업은 시공뿐 아니라 운영을 연계한 수주가 가능해 장기간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기대됐다. 2014년 7월 국내 최초로 하
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게 처리해주는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준공했다. 이 시설은 경상북도 포항
시 남구 상도동 일원 1만 6,000여㎡ 부지에 지어졌다. 전처리
분리막과 역삼투설비를 이용해 포항하수처리장에서 형산강으
로 버리는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었다. 하루
10만 톤이 처리돼 포항시 물 부족 해소에 도움을 줬다.

건축, 고객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다
2009년 초, 롯데건설 건축사업본부는 주택견적팀의 일부를 흡
수해 견적담당을 신설했다. 건축사업 확대에 따른 탄력적 조
직 운영의 일환이었다. 건축사업을 특화하고 견적 부문의 경
쟁력을 강화하는 조치였다. 이 같은 시공능력 및 기술력 향상
을 위한 각 방면의 노력은 이듬해 7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전국 건설사(종합건설업체 11만 1,293개, 전문건설업체 4만
2,838개) 대상의 시공능력 종합평가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롯
데건설은 상업용 건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룹공사의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춘 결과였다. 이는
안정적 수익구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물론이다.
그간 수행한 수많은 그룹공사들은 롯데건설의 국내 인지도 상
승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얻게 된 경
험과 노하우는 롯데건설 발전의 초석이 됐다. 건축사업본부는
고객인 계열사를 먼저 생각하고 계열사 입장을 고려해 시공능

━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력 향상 및 기술 개발에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 선제적 대응
덕분에 롯데건설은 리조트, 쇼핑몰, 프리미엄 아울렛, 연구소,
물류센터 등 다양한 건축물을 수주 시공할 수 있었다.
2010년 3월 롯데제주리조트(주)는 제주리조트 신축공사(현 롯
데리조트제주 아트빌라스)를 발주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
동 산 26번지 일대에서 벌어진 공사는 대지면적 27만 7,160㎡
의 지하 1층 지상 2층 62개 동 73세대 규모로 착공됐다. 건축
가 승효상, 이종호, 프랑스의 도미니크 페로, 일본의 켄고 쿠
마 및 글로벌 설계사 DA Global Group.NY가 각기 다른 개성
으로 설계한 별장형 빌라들을 지어 2012년 3월 준공했다.
2012년에 이르러 건축사업본부 공사부문은 기술설계팀을 신
설했다. 설계관리와 현장기술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VE 역
량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새로이 출범한 기술설계팀은
건축사업본부의 기술 DB를 축적해 단위사업장에 전파하고 전
문기술인력 양성에 주력했다. 같은 해 5월, 롯데건설은 롯데몰
수원점 개발을 착공했다. 대형쇼핑몰과 문화시설이 복합된 시
설로서 지하 3층 지상 8층 건축면적 3만 2,060㎡ 규모의 공사
였다. 대규모 복합쇼핑몰 공사에서 새로운 철골공법이 적용돼
공기 단축과 공사비용을 절감한 사례로 기록됐다. 많은 VE 및
개선사항이 반영된 덕분에 2014년 11월 준공했다.

롯데쇼핑으로부터 수주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신축
공사는 국내 아울렛 건축물 중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동부산
관광단지 내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9만 8,965㎡ 규모로
2014년 1월 착공해 12월 준공했다. 2013년 12월 준공한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의 연면적 18만 3,711㎡보다 큰 규모의
명품아울렛으로서 그 규모면에서 단연 독보적이었다. 롯데호
텔에서 발주한 ‘롯데리조트속초’ 신축공사는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7만 5,511㎡ 규모로 계획됐다. 시공될 리조트에는 특 1급
호텔 173실, 가족용 콘도 219실, 컨벤션센터, 야외 워터파크,
*
글램핑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2014년 12월 착공, 2017년
6월 준공했다. 1개월간의 시설 운영 후 2017년 7월 ‘롯데리조트
제주 아트빌라스’, ‘롯데리조트부여’에 이어 세 번째로 오픈했
다.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에 위치한 롯데리조트속초는 뛰어난
오션 뷰를 자랑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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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롯데리조트속초

2015년 2월, 롯데제과 등이 발주한 서울 마곡의 ‘롯데중앙연구
소’ 신축공사를 롯데건설이 맡았다.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8
만 2,929㎡ 규모로 2017년 6월에 준공했다. 전력 비용을 절감하
는 설계를 적용, 아트리움 구조와 에너지저장시스템을 도입 구
축해 녹색건축인증을 받았다. 아울러 유해물질 외부 유출 방지
시스템, 악취 제거시스템 등과 같은 친환경 시설을 조성했다.

* 글램핑(glamping)
고급화된 야영을 의미한다. ‘화려하다, 매혹적이다’라는
뜻의 ‘glamorous’와 ‘camping’의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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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쇼핑몰과 문화시설이 복합된 롯데몰 수원점.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건축면적 3만 2,060㎡ 규모이다.
━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
연면적 18만 3,711㎡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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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연세 암병원’.
롯데건설은 지하 7층 지상 15층 연면적 10만 6,154㎡
규모로 시공, 병상 510실을 갖췄다.

그룹공사를 통해 쌓아온 첨단 기술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롯
데건설은 민간공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수주에 힘썼다. 특히
건축사업본부를 중심으로 의료시설, 업무시설, 리모델링, 교육
시설, 주상복합시설, 대규모 복합쇼핑몰, 첨단 산업과 지식산
업센터, 오피스텔, 자동차 매매단지 등의 다양한 발주처 요구
에 부응한 수주활동을 펼쳤다. 2010년 7월, 연세대학교 의료원
과 롯데건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세
브란스병원에서 ‘연세 암병원’ 착공식이 열렸다. 2014년 1월
롯데건설은 지하 7층 지상 15층 연면적 10만 6,154㎡ 규모로
병상 510실을 갖추고 완공됐다. 건국대학교 병원 공사 이후
의료시설에 대한 실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2011년 12월, 부산은행 신축공사를 착공했다. 지하 3층 지상
23층 업무시설과 지하 3층, 지상 2층의 대강당 등 연면적 5만
9,826㎡ 규모로 지어 2014년 6월 준공했다. 부산은행 본점 건
물은 ‘2015 부산다운건축상’ 동상을 수상했다. 2013년 10월,
동덕여대 서울캠퍼스 예술관 부지에서는 기공식이 거행된 뒤
다목적종합관 신축 및 동인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 동
덕여대 장·단기 시설종합발전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시설확충
과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도권 대학 중 최대 규
모의 프로젝트였다. 동인관 리모델링공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477㎡ 규모로 공사가 계획됐다. 동인관 내에 강의
실, 교수연구실, 춘강홀 등을 시공했다. 다목적종합관은 지상
9층 지하 4층 연면적 2만 4,612㎡ 규모로 지어졌으며 학생 휴
게공간, 공연장, 강의실, 교수연구실, 기숙사시설 등을 갖춰
2016년 8월 준공했다.
지역 내 처음 초고층 주상복합시설로 지어진 이천 안흥동의
주상복합시설은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공사가 진행됐다.
지하 5층 지상 49층 연면적 5만 992㎡ 규모로 2015년 3월 착
공, 2018년 11월 준공했다. 민간 외주공사에서 그룹사 테넌트
(tenant)을 활용한 개발사업이 수주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롯
데건설은 그룹사 니즈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동시에

인허가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타 건설사보다 경쟁력
을 확보하고 있는 쇼핑몰, 호텔 등에 대한 특화된 차별성을 부
각시킨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2010년 11월, 부동산개발
회사인 롯데자산개발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송도국제업무단지에 2014년 개장 목표로 대규모 복합쇼핑몰
을 개발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롯데건설이 공사를 맡아 2016
년 4월에 착공했다. 지하 3층 지상 41층 연면적 14만 8,873㎡
규모로 오피스텔 2개 동을 지어 2019년 7월에 준공할 예정이
다. 또한 2단계 공사인 쇼핑몰 공사를 시작해 2019년 6월 현
재, 일부 터파기 공사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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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 건축 또 다른 변화

세계경기 위축에 따라 국내 민간건축사업 역시 그 미래를 장
담할 수 없었다.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더욱 커지자 롯데건
설은 2016년도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외주사업의 수주 경쟁
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건축사업본부의 영업 전담
부문을 영업 1, 2부문으로 분리 운영했다. 영업 1부문은 입찰,
개발, 공모형 사업을 담당하고, 영업 2부문은 그룹, 민간, 리
조트사업 등의 수주업무를 담당했다. 2016년 10월, 롯데건설
은 제2의 판교로 떠오르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서 ‘기
흥 힉스 도시첨단사업단지’ 공사를 시작했다. 착공식에는 정찬
민 용인시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지역의 뜨거
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복합 용지는 2만
3,376㎡로서 지하 5층 지상 24층 연면적 19만 8,235여㎡ 규모
로 계획됐다. 도급금액은 2,179억 원에 이르러 건축사업본부
외주공사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손꼽혔다. 기흥 힉
스 도시첨단사업단지 내에 첨단타워동 9곳, 주거동 2곳, 야외
음악당, 스트리트형 상가 등이 들어설 청사진 중 1단계 공사가
진행됐다. 지식산업센터 1동 599실, 오피스텔 1동 920실, 아파
트 1개 동 230세대, 야외음악당 등이 시공 중이다. 2019년 10월
1단계 완공 후 2단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단지에는 전자부
품과 컴퓨터, 통신·IT 등과 같은 첨단 산업과 지식문화산업,
제약·바이오산업 등에 관련한 기업들이 입주하게 된다.
2017년에는 선릉, 송도, 하남 미사 일대에서 여럿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이들의 공사금액은 모두 합쳐 2,4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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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가 발주한 행복주택 오류동 주택지구사업을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기술제안방식으로 진행했다.
철도로 인한 소음과 진동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기술이
적용됐다.

에 이르렀다. 선릉 오피스텔은 지하 6층 지상 18층 연면적
6,076㎡ 규모로 2017년 6월 착공해서 2019년 9월 준공 예정
이다. 송도 복합시설은 지하 3층 지상 24층 연면적 1만 7458
㎡로 2017년 4월 착공, 2019년 9월 준공 예정이다. 하남미사
2,3BL 복합시설은 지하5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 3,966㎡ 규
모로 2개 동을 짓는 것으로 계획됐다. 2017년 10월 착공,
2020년 1월 준공 예정이다. 2017년 7월, 공사비 800억 원 규
모의 자동차 매매단지인 ‘안산 오토돔’을 수주했다. 건축사업
본부의 사업영역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공사였다.
안산 오토돔은 지하 4층 지상 9층 연면적 3만 1,824㎡ 규모로
계획됐다. 2017년 8월 착공, 2019년 6월 준공했다. G-square
개발사업 신축공사는 지하 7층 지상 39층 연면적 5만 2,197㎡
규모의 오피스 시설을 시공하는 프로젝트였다. 2017년 12월
착공, 202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외주공사의 오
피스 중 최고 높은 건축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공공분야 실적은 아파트로 국한돼 있었으나 2014년 8월
인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축공사
를 수주함으로써 사업 영역을 넓히게 됐다. 공사 내용은 전면
시설 골조 및 마감공사 등이었다. 교통센터, 공항철도 역사,
공항버스터미널, 공항지원시설, 주차장, 연결통로 공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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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되자 대한민국의 대표 랜드마크 중 하나로 부상했다. 교
통센터의 경우, 외부 알루미늄 패널 5,098㎡를 국내에서 드문
3D 패널로 시공했다. BIM을 통한 3D 곡면 설계 후 개별 패
널의 위치 측량 및 하지 철물을 설치하는 고난이도 공사였다.
폭 227m 길이 477m의 전면시설 공사는 2014년 8월 착공,
2017년 12월에 준공했다.
2013년 8월부터 롯데건설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의 하나로 LH공사가 발주한 행복주택 오류동 주택지구사
업을 추진했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기술제안방식으로 사업
이 진행됐으며 사업내용은 공동주택 890호, 인공테크(7,583
㎡), 주차장, 복합커뮤니티 시설 등이었다. 철도로 인한 소음
과 진동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시뮬레이션을 통
한 대책을 마련했다. 소음을 막아주는 건물 및 단지 배치, 차
음 및 방음시설, 철도 진동저감에 대한 각종 기술력 등이 동원
됐다. 2015년 5월, 착공 후 무재해로 수행하는 가운데 2018년
7월 준공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토부장관, 서울시장, LH사
장 외 주요인사가 현장을 방문, 정부 주택정책의 대표적인 사
업장으로 각광을 받았다. 시공과정을 정리한 기술지를 2018년
11월에 편찬, 유사 프로젝트 수행에 활용하도록 했다.

국내외에서 고른 화공·산업·발전플랜트
실적 쌓아
국내 주택·토목시장 침체로 수주 및 공사 물량이 급격히 줄
어들었다. 롯데건설은 새로운 일감 창출이 절실했다. 2009년
UAE 아부다비 지사 설립을 계기로 요르단, 카타르 등 전통적
인 석유, 가스 보유 자원국인 중동국가의 신규시장 진출을 적
극 꾀했다. 요르단 알카트라나 발전소 준공식이 2011년 11월에
열렸다. 2008년 7월 착공한 공사로 해외에서 처음 발전소를
완공한 것이라서 롯데건설로서는 매우 뜻 깊은 행사였다. 롯
데건설의 수주총액은 4억 6,000만 달러로 복합화력발전소의
설계·구매·시공·시운전을 일괄 수행했다. 발전소 가동으
로 요르단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8%를 공급, 전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요르단 국영전력회사인 NEPCO는 롯데건설의
공사 수행능력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공동 협력을 매우 인상
깊게 받아들였다. 알카트라나 발전 프로젝트는 롯데건설이 국
내 공기업과 연계한 패키지사업 발굴 및 공동사업을 활성화시
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롯데건설은 요르단을 발판으로
중동 전역으로 뻗어가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특히 주력
계열사인 롯데케미칼과 연계해 해외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었다.

한편으로 플랜트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기술력 확보
에 진력했다. 다양한 분야 중 원자력 발전 부분에서 최고의 기
술력과 노하우를 쌓는 데 많은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롯데건설은 그간 원자력 기계, 전기, 구조, 공조기기 등 원자
력 시공을 위한 모든 분야에서 인증을 받았다. 2010년 8월에
는 원자력 발전소 시공을 위한 필수자격 요건인 전력산업기술
기준(KEPIC) 인증서를 취득했다. 자격 인증을 통해 연관된 기
술력을 확보하고 향후 실적과 기술력을 쌓아 세계 원전시장에
도전하겠다는 각오였다.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인증에 이
어 미국기계협회(ASME) 자격인증에도 적극 나섰다. 2012년
1월 플랜트사업본부는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을 세웠
다. 우선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기술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했
다. 또 계열사의 화공 및 환경플랜트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산
업·발전플랜트와 해외플랜트 수주에 집중했다. 우리나라 공
기업과 연계한 패키지사업 발굴 및 공동사업을 추진한 것이
결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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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 지원 속에 민
자투자 대상의 시설로까지 확대, BTO-rs(위험분담), BTOa(손익공유), 공공청사 등에 적용했다. 그러나 공공 건축분야
에 있어서 부채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돼 신규 발주가 제한
적으로 이뤄졌다. 결국 2017년 공공공사에서 공사 규모 300억
원 이상에 대해 입찰방식이 최저가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변
경됐다. 이에 건축사업본부는 변화된 공공입찰제도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장기미수금 회수 방안 강구, 리조트 사업
리조트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안 확보, 준공 현장의 미
수금관리 강화 등에 더욱 관심을 쏟았다.

2011년 11월 요르단 국영전력공사가 국제입찰로 발주한 600㎿
급 ‘민자발전사업(IPP, Independent Power)-3 디젤내연발전
소’의 건설 및 운영사업자로 롯데건설이 참여한 한국전력 컨소
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 8억 달러 규모로 요르단 암만
에서 동쪽으로 30㎞ 떨어져 있는 도시 알마나커에서 벌일 발
전소 건설공사였다.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을 마무리한 뒤 공
사에 돌입해 2014년 2월까지 1단계를 마쳤다. 같은 해 9월 전
체 준공이 이루어진 뒤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 발전소의 설
비 용량은 전 세계 디젤발전소 중 최대 규모인 573㎿였으며,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2015년 4월 국왕 압둘라 2세, 총리 등
주요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암만아시아 디젤내연 발
전소 준공식이 열렸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알마나커 디젤발전
소 건설은 롯데건설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평가받는 해외 민
자발전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됐다. 특히 세계
적인 IPP 사업자로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국내·외 기업과 동
반 진출의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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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마나커 발전소 건설공사 광경.
이 발전소의 설비 용량은 전 세계 디젤발전소 중
최대 규모인 573㎿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
복합화력발전소의 설계·구매·시공·시운전을
일괄 수행해 완공된 발전소의 가동으로 요르단 전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2015년 6월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한 번 수주 기회를 잡았다.
인도네시아국영전력회사(PT PLN)에서 발주한 그라띠 가스복
합화력발전소(Grati Combined Cycle Power Plant Extension)
계약식이 열렸다. 그라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는 인
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 자체자금(30%)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70%)을 가지고 자바섬 동부
수라바야에서 75㎞ 떨어진 지점에 501㎿급 가스 복합화력 발
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인도네시아의 국영 후타마 까리
야(PT. Hutama Karya)와 공동으로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 발
전소와 500kV변전소 등 약 2억 6,0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사
업의 EPC업무(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를 수행키로 했다.
2016년 6월 착공해 2019년 2월 성공적인 준공을 이룩했다. 이
공사로 롯데건설이 인도네시아에서 고른 화공·산업·발전플
랜트 실적을 확보하게 돼 해외플랜트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
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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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전플랜트사업도 지속적으로 공사 수주가 이루어져 영
흥화력발전 5·6호기, 평택복합화력발전소 등을 시공했다.
2012년 2월 안동천연가스 발전소 건설공사 계약 서명식이 열
려 컨소시엄 주관사 대표로 박창규 사장이 참석했다. 발전소
현장 배관 설치 및 부대 건물 전기공사와 부지조성, 수·폐수
처리 건물 및 종합 사무실 신축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었다. 안
동시 풍산읍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 내에서 공사가 시작돼
2014년 3월 400㎿급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가 준공됐다. 안동
천연가스 발전소는 친환경, 고효율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했다. 또 2013년 6월에는 한국남부발전, 대성에너지,
비에이치아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구혁신도시 열병합발전
사업에 동참했다. 대구광역시 신서동 일원의 대구혁신도시에
총투자비 6,375억 원을 투입해 설비용량 410㎿ 규모로 건설되
는 친환경 발전소로 2014년 12월 준공했다. 대구열병합발전소
는 대구지역의 부족한 전력 예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2014년

2월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광주·전남 집단에너지
시설발전소 프로젝트를 1,315억 원에 수주했다.
또한 같은 해 3월 첫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는 개가를
올렸다. 그것은 군장에너지에서 발주한 GE4 열병합발전소였
다. 약 5,00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2016년 6월부터 약 6만
6,000㎡의 부지에서 공사가 이뤄져 CFBC보일러, 터빈, 열수
송시설 등을 설치했다. 발전소의 준공으로 월 평균 약 60만 톤
의 증기와 18만 ㎿의 전기를 생산하게 됐다. 이 공사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의 EPC 실적을 처음 확보할 수 있었다. 이어서
2014년 9월 한국석유공사가 발주한 여수지상탱크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 공사는 탱크 1기가 국내 1일 총소비량을 감당할
만큼 대규모 공사였다. 50만 배럴 탱크 5기를 건설하는 데 공
사금액은 722억 원이었다.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쳐 향후 한국
석유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에 입찰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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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4 열병합 발전소

화력발전소가 세계 최초 지하 화력발전소로의 변신을 택했다.
신규 발전소를 건설할 부지 확보가 어려운 탓이었다. 마포구
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중부발전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서
울화력발전소 지하에 새로운 LNG 복합 화력발전소 2기를 건
설키로 했다. 2015년 10월 롯데건설은 강점인 LNG발전소 건
설 경험을 활용해 건설 공사에 착수했다. 2016년 초 배열회수
보일러(HRSG) Casing과 HRSG Module를 설치하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이듬해 6월 연돌(Stack) 11단 상량을 마지막
으로 HRSG 설치를 완료했다. 이후 배관공사가 진행돼 2019년
준공 예정이다. 지상의 부지는 공원을 조성해 문화, 전시 공간
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화공플랜트사업에서는 2005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공정의 공
사들을 수행했다. 이는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외형적 성장에
기인한 것이었다. 2010년 9월 롯데케미칼에서 발주한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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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는 약 3,000억 원의 규모로 추진됐다. 전남 여수 화학
단지에 PE Plant 250KTA, PP Plant 200KTA, 자동화 창
고 3만 5,552Cell 등을 건설해 2012년 10월 준공했다. 전남
여수 롯데케미칼 화학공장 내 IP 프로젝트 공사를 맡아 2014
년 12월 착공했다. IP 프로젝트는 IPM 2만 3,000MTA,
DCDP 1만 2,000MTA, PIP 4만 6,000MTA을 생산하는 시설
을 갖추는 사업이었다. 롯데건설에서 FEED EPC를 수행했으
며, 2016년 9월 준공했다. 이후에도 여수 및 대산 지역의 롯데
케미칼 화학단지 케미칼 EC, 케미칼 3공장 Infra, 3EOA,
DEOA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화공플랜트에 관련한 다
양한 실적을 보유하게 됐다.

━
대구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설비용량 410㎿ 규모의 친환경 발전소로
2014년 12월 준공했다.
━
여수지상탱크. 탱크 1기가 국내 1일 총소비량을
감당하는 규모였다.
━
충북 충주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의 클라우드
생산 공장. 맥주공장 신축공사로는 최대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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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인 롯데칠성에서는 소주 생산라인 ‘처음처럼’의 증설과
아울러 신규 맥주사업으로 ‘클라우드’ 생산을 결정했다. 2014년
5월 롯데건설은 롯데칠성음료의 100% 자회사 충북소주와 863
억 원 규모의 공장 건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충북소주의
공장 증설 및 시운전을 2015년 12월까지 마무리했다. 이와 병
행해 2015년 2월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산19 메가폴리
스 산업단지 내에 클라우드 생산 공장을 짓는 공사가 추진됐
다. 부지 면적 32만 8,959㎡로 여기에 20만㎘ 용량의 생산시
설을 추가 신설했다. 총 30만 ㎘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게 됐
는데 이는 연간 맥주 9억 병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었다. 공사
금액 약 5,890억 원이 투입돼 맥주공장 신축공사로는 최대 규
모로 기록됐다.
이밖에도 롯데건설은 롯데 계열사들이 점포나 공장, 오피스
등 사업장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충실한 동반자 역할을 했다.
특히 롯데제과의 해외 진출의 첨병으로서 여러 국가에 제과공
장을 건설했다. 2012년 2월 러시아 깔루가주 오브닌스크시에
제과공장을 준공했다. 또 2014년 3월부터 인도의 Tamil
Nadu State에 제과 공장동, 동력동, 폐자재 수집소 등을 짓고
2015년 6월 준공했다. 2016년 들어 국내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주력해온 중동시장에서 회귀해 국내 토목·건축시장에 속속
뛰어들었다. 저유가가 원인이었다. 주요 산유국 역시 플랜트
발주를 미루는 모양새를 취했다. 물론 사업비도 처음보다 낮아

졌다. 여기에다 국내업체간 과당경쟁과 공사기한 지연 등이
맞물리면서 중동 석유화학 플랜트사업은 대규모 손실이 이어
졌다. 이들 업체들은 플랜트분야 손실을 국내 주택사업으로
만회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롯데백화점·마트·호텔·케미칼
등 계열사와 해외에 동반 진출을 꾀하며 리스크를 줄여온 롯데
건설은 상대적으로 그 영향을 적게 받았다.

세계시장 개척으로 이룬 해외영업의 가치 창출
롯데건설은 2007년부터 해외사업에 보다 적극성을 띠며 활발
한 수주활동을 펼쳤다. 인도와 리비아에 법인을 세우는 등 해
외 진출에 가속 폐달을 밟았다. 하지만 2008년 말 미국발 금
융위기로 세계시장 진출 전략에 급제동이 걸렸다. 해외 부동
산 개발사업 등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롯데건설은 동남아, 중동을 무대로 다시 수
주활동을 벌이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나서는 등 분주한 움
직임을 보였다.
플랜트 외주공사는 한국타이어 공장 수주를 기점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2년 10월
말, 말레이시아에서 1억 달러 규모의 합성고무 생산시설 공사
를 수주했다. 말레이시아 합성고무회사(Malaysian Synthetic
Rubber)가 발주한 공사였다. 롯데건설은 연간 5만톤의 합성
고무(Butadiene Rubber)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계에서 자재조
달 시공 시운전 등 전 분야를 일괄적으로 맡는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했다. 공사 현장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에서 남쪽으로 300㎞ 떨어진 탕정랑삿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2012년 11월 착공해 2014년 6월 준공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약 700억 원 규모의 VCM 생산시설 공사를
수주했다. 화공플랜트사업으로는 처음 있는 진출이었다. 일본
의 Asahimas Chemical에서 발주한 공사로 롯데건설이 시공
및 구매조달을 수행했다. 공사 현장 위치는 자카르타에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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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합성고무회사(Malaysian Synthetic
Rubber) 발주 공사. 롯데건설은 연간 5만 톤의 합성고무를
생산하는 시설의 전 분야를 턴키방식으로 수행했다.
━
인도네시아의 Cilegon지역에서 추진된
일본의 Asahimas Chemical의 발주 공사 광경.
Construction 및 Onshore Procurement를 수행,
2016년 1월 준공했다.

가량 떨어진 찔레곤(Cilegon)지역이었다. 2013년 12월 착공해
2016년 1월 준공했다. 공기를 3개월 단축해 일본 발주처로부
터 감사패를 받았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자 국내
건설업체들이 앞 다퉈 해외시장에 나섰다. 수주 경쟁이 갈수
록 치열해지면서 후발주자로 나선 건설사들은 고전을 면치 못
했다. 해외사업 진출의 후발주자에 속하는 롯데건설 역시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롯데건설은 해외사업의 돌파구를 베트남에서 찾고자 했다. 베
트남은 1986년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한 이래 국민소득이 크
게 높아지면서 주택·건축 수요가 부쩍 늘고 있었다. 더욱이
경제가 팽창하면서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
려고 관련분야 공사 발주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2012년 12월 베트남 북부 하노이에서 라오까이까지 연결되는
철도 노선중 제 3공구 총 연장 66㎞의 철도 개량공사를 수주
했다. 공사금액 약 354억 원 규모로 대규모 공사는 아니었지
만, 롯데건설이 베트남에서 최초로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완공 후, 중앙정부인 교통부(MOT)와 발주
처인 철도공사(PMUR)로 부터 공사 품질 및 공기 준수 등에
호평을 받았다. 롯데건설은 베트남 인프라 공사 수주 및 수행

에 관심과 자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이후 발주되
는 다낭-꽝아이 고속도로공사 2개 공구와 베트남 남부에서 발
주되는 로테-락소이 도로공사 1건을 추가로 수주했다. 이렇게
인프라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베트남의 경제발전 과정에 일조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공사였다.
특히 다낭-꽝아이 고속도로 공사의 착공식에 현 수상인 응우
엔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가, 로테-락소이 고속
도로 공사에는 전임 수상인 응우엔 떤 중(Nguyen Tan Dung)
이 참석할 정도로 베트남 정부의 큰 관심 속에 공사가 진행
됐다.
철도 및 도로공사 수행으로 친밀한 관계를 구축한 교통부 및
철도공사 등과의 교류를 통해, 롯데건설은 향후 베트남의 도
시철도, 메트로 및 철도개선공사에도 적극 참여를 계획할 수
있었다.
2014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1억 2,196만 달러 규모의 메트
로 공사를 수주했다. 카타르 철도청이 발주해 ‘Red Line
North’ 프로젝트로 불렸다. 약 6억 900만 달러가 투입돼 카타
르 수도인 도하 중심지에서 북쪽을 잇는 메트로 레드라인 노
선에 총연장 6.7㎞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이탈리아의
Rizzani사와 카타르의 Redco사(Rizzani 60%, 롯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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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o 각각 20%)와 공동으로 고가 및 지상 메트로 라인, 개착
터널, 역사 등의 공사를 수행했다. 이 공사의 수주를 계기로 카
타르 5개 권역(카타르 북부, 남부, 도하 북부, 남부, 서부)의 지
방도로 및 배수시설 공사 등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었다.

━
카타르 철도청의 ‘Red Line North’ 프로젝트 공사 현장.
카타르 수도인 도하 중심지에서 북쪽을 잇는 메트로 레드
라인 노선에 총연장 6.7㎞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재건축공사는 일본에서의 100번
째 수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대사관 준공식

인도네시아 건축시장에서도 진출의 물꼬를 텄다. 2015년 8월
롯데건설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코타 카사블랑카3
건축공사의 계약 서명식을 가졌다. 최초의 인도네시아 건축
외주공사 수주로 향후 인도네시아 건축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졌다.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연면적이 36
만 5,251㎡로 오피스 1개 동(B5~41F)과 아파트 2개 동
(B5~43F, 아파트 1,197세대)을 신축하는 공사였다. Pakuwon
그룹과 롯데마트의 기존 네트워크에 더해 롯데건설이 프리컨
서비스(Pre-con Service)를 제공하여 수주로 연결될 수 있
었다. 현지업체 토탈인도(Totalindo)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5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9년 4월 완공했다.
일본에서는 2010년 5월,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재건축공사
를 외교통상부로부터 수주했다.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에 위치
한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은 대지 1만 202㎡에 지하 1층 지상
7층(청사), 지하 3층 지상 2층(관저)의 연면적 1만 7,512㎡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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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재건축됐다. 37개월만인 2013년 6월 완공됐다. 대사관
청사 정면은 보자기 이미지를 형상화했고, 입면은 얇은 모시
천을 겹쳐 입어서 은은한 멋을 풍기는 한복의 이미지를 구현
했다.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재건축공사는 롯데건설이 일본
에서 수주한 공사 중 100번째라서 각별한 의미를 지녔다.
이후 계열사가 발주하는 공장 프로젝트에 주력했다. 2012년에
는 사이타마현의 롯데 우라와제6공장(아이스크림 공장)을 다
케나카공무점과 조인트벤처(JV)로 수주했다. 이어 계열사인
메리초콜릿컴퍼니가 발주한 마츠도공장 신축공사를 시미즈건
설과 수주했다. 지상 5층, 1만 2,258㎡ 규모로 2014년 8월 착
공하여 1년 만에 준공했다.
2017년 3월에는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롯데 우라와제7공장
(초콜릿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공사 규모는 지상 6층,
연면적 30,189㎡이었으며 오바야시구미와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했다.

━
치열한 경쟁 끝에 수주한 로테-락소이 고속도로
CW1공구 현장. 한국의 EDCF 재원으로 공사가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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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부가가치 미래사업의 새 지평을 찾아서

질적 성장으로 맞이한 기업 60년
2016년 초, 롯데건설은 한 해 동안에 걸쳐 경상이익 2,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경영목표를 정했다. 김치현 사장은 “재무 건
전성을 이룩해야 꿈꾸는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다”면서 “우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리스크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
일 것”을 주문했다. 우선적으로 임직원들은 원가개선 및 현장
경비 절감활동을 시행했다. 특히 롯데월드타워의 성공적 준공
과 아울러 브랜드 강화 등으로 주택사업 호조세를 잇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같은 해 5월 들어서는 홈페이지 개편 등
을 통해 신규 BI(Brand Identity) 및 DI(Design Identity) 브랜
드를 개발했다. 주택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
롯데건설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CEO에 취임한
하석주 대표이사. 질적 성장과 견실한 사업구조 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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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전 사장이 2016년 4월 13일 오후 7시 55분 지병으로
별세했다는 비보가 전해지고 얼마 뒤, 롯데건설의 부외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일부 임직
원은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이창배 전 사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피소되는 일이 일
어났다. 롯데 전체가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그러
나 롯데건설 임직원들은 외풍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맡은 업무에 더욱 충실했다. 내부 동요가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아파트 분양을 비롯한 각 사업
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안간힘을 썼다. 특히 롯데월드타워
의 외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내부 공사를 진행하는 시점
이라서 모든 역량을 거기에 쏟았다.
2017년 2월, 그룹의 정기 임원인사를 앞두고 김치현 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경영지원본부장과 주
택사업본부장을 겸임하던 하석주 부사장이 새 대표이사로 선
임됐다. 하석주 신임대표는 1982년 롯데칠성음료에 입사해
1999년 롯데 감사실 등을 거쳐 2001년 롯데건설과 인연을 맺
었다. 2009년부터 경영지원본부장 역할을 해오다 2013년부터
주택사업본부장을 함께 맡았다. 2014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뒤
효율적인 경영관리로 여러 난관을 뚫고 롯데건설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데 일익을 담당했었다. 하석주 대표이사가 내놓은
경영 화두는 수익성 위주의 내실경영이었다.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형 성장보다 재무
안정성 등의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었다. 임직
원들은 ‘100년 기업 롯데건설을 향한 질적 성장의 해’를 2017
년 경영 슬로건으로 정하고 질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각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 견실한 사업구조를 구축하면서 투자총액 한도관리나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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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협회(KSA) 주최의 ‘한국서비스대상 아파트 부문’
에서 ‘롯데캐슬’이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롯데건설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세웠다.

투자 관리 등에 관한 투자위험관리를 철저히 이행했다.
각 사업본부가 본부별 사업목표 달성에 매진하는 가운데 주택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졌다. 브랜드파워 1위 달성을 위
해 상품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 결과였다. 2017년
3월 선보인 ‘해운대롯데캐슬 스타’는 1순위에서 57.9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6월에 분양한 ‘DMC 롯데캐슬더퍼스
트’는 1순위 청약에서 37.98대 1로 그해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단지 중 네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렇게 2107년 한
해 동안 주택사업은 많은 성과를 거뒀다. 1만 세대가 넘는 새
아파트를 공급했으며, 1조 원 이상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
을 쌓았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서울 강남권 입성을 실
현했다. 이 기세를 몰아 주택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한
다는 야심찬 목표를 품게 된 것도 큰 수확이었다. ‘롯데캐슬’이
한국표준협회(KSA)가 주최한 2017년 한국서비스대상 아파트

부문에서 종합대상을 차지하면서 다시 한 번 브랜드 가치를 인
정받았다. 이후 2018~2019년에도 수상함으로써 2002년부터
18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다. 명실상부한 아파트 대표 브랜드
로 평가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었다.
한편 롯데건설은 조직 및 인사 혁신을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기
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천에 옮겼다. 2016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된 정년연장 추세에 발맞춰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급제
도 및 승진연한 변경을 추진했다. 혁신안의 핵심은 정년연장
에 따라 변경된 직장생애주기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었다. 이를 위해 기존 ‘사원(A, 2년)-대리(SA, 3년)-책임
(M2·M1, 각 3년)-수석(S2·S1, 각 3년)’으로 구성된 직급체
계에서 역할과 책임이 유사한 M1·M2 직급을 통합해 M 직급
을 신설했다. 또한 A, SA, S2 직급의 최소 체류연한을 각각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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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일부터 롯데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다. 그보
다 앞서 롯데건설은 보유하던 롯데쇼핑 주식 30만 19주(지분
율 0.95%)를 전량 매각했다. 롯데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주택사업의 새로운 전성기 맞아
2013년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쏟아냈
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완화정책을
잇달아 내놓아 건설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했다. 롯데건설
은 수주 부분에서 안정 위주의 전략기조를 유지했다. 분양 침
체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분양률 저조로 수금에 차질을 빚
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사비
수금이 담보돼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공사를 추진했다. 대표
적인 사업장으로 안성시 ‘롯데캐슬센트럴시티(2,320세대)’를
들 수 있다. 도급 공사비를 낮추는 대신 공사비 기성수금률을
높여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롯데건설은 안성사업장을 성공적
으로 진행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주활동에 나섰다. 이즈
음, 공모에 당선된 세종시 2-2사업(1,944세대)을 자체사업으
로 추진하게 됐다.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 전농11구역 재개발사업(584
세대), 고잔 연립재건축사업(1,005세대), 과천 주공2단지재건
축사업(2,128세대), 흑석8 재건축사업(545세대), 성남 신흥재
건축사업(4,089세대), 구미 도량재건축사업(1,260세대) 등 많

은 사업장의 수주에 성공했다. 향후 주택사업 개선에 필요한 준
비도 착실하게 해 나갔다.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가절
감TFT을 통해 원가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설계상 신기술
을 적용하고 공법 개선 및 기술VE를 실시하도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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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연장하여 총체류연한을 기존 17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롯데건설은 변경된 Grade 제도를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했
다. 2017년 5월부터 자유롭고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는 ‘캐주얼
데이’를 도입했다.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시행하다가 매
주 금요일로 확대 적용했다. 또한, 그 다음 달에는 회사 내에
‘직장맘’을 위한 수유실 등 모성보호시설을 갖추고 여직원 휴
게실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 및 확장해 다양한 부대시설을
보강했다.

2014년부터 미국의 내수 회복과 일본 아베노믹스 효과 등으로
세계경제의 사정이 나아졌다. 국내도 세계경제에 동조해 경기
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지역별로 서울 인근 중심지의 분양
시장은 양호해졌으나 지방은 아직 미분양이 많이 남아 있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정부가 부동산 및 주택시장 활성
화정책을 다양하게 펼치자 지방의 주택시장이 조금씩 살아났
다. 롯데건설은 공격적인 수주활동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매출 증대를 꾀했다. 수주 활동은 단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
과 분양성이 양호한 사업장 위주로 펼쳤다. 또 공정관리 및 경
영개선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장의 매출 및 수익 개선에
노력했다. 특히 사업장별로 목표원가율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
함으로써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인 판촉을 통해 점진적으로 적체
된 미분양을 해소하면서 경영 개선이 이뤄지고 자금 흐름이
원활해졌다. 2013년 한 해의 입주세대가 6,000세대에 이르자
원활한 입주를 돕기 위해 입주촉진팀을 조기 운영하기도 했다.
사업장 수주에 있어서 우수 시행사와 긴밀한 협조로 외주사업
이 성공을 거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 ‘롯데캐
슬레이시티(663세대)’가 꼽혔다. 그 외에 경기도시공사 공모사
업인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자연앤롯데캐슬(1,186세대)’과 ‘양
산롯데캐슬(623세대)’, 마곡지구 내 ‘마곡나루역캐슬파크(648
세대)’ 등을 수주했다.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서울 사당2 재건축
사업(956세대)과 목1 재건축사업(410세대), 그리고 부산 연산6
구역 재개발사업(1,230세대) 등을 수주했다. 이렇게 해서
2014년에 전체 13개 사업장, 1만 2,007세대, 도급액 기준 1조
7,008억 원의 사업을 신규 수주했다. 또 부동산 분양 개선에
맞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부산 대연롯데캐슬레전
드 3,149세대, 아산 모종캐슬어울림 1,040세대, 세종시 세종
롯데캐슬&파밀리에 1,944세대 등 대형 사업장의 착공 및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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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을 이끌어냈다. 그 중에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PF
대출 리스크가 있었던 서울 금천독산 특별계획구역사업의 1차
아파트 사업분을 착공한 것이 사업 추진의 성과로 돋보였다.
금천독산사업은 금천구 독산동에 있던 도하부대 이전지를 개
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슬럼화된 서울남서부권역을 새로운
주거·상업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 미니 신도시급 사업이었
다. 사업 규모가 워낙 커서 1~4차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했다.
그 중 1차를 우선적으로 착공했는데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
고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분양 후 롯데캐슬골드파크는 금
천구의 랜드마크 사업장으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 경기도 회복세를 보였다. 부동
산정책 완화로 신규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수요자의 기대
심리가 회복돼 적극적인 투자 붐의 조짐이 일었다. 건설업체
들은 기존의 수주된 사업에 대한 관리 형태에서 벗어나 신규
수주 강화로 전략을 바꿨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수주 확대
및 자체사업의 토지 확보에도 집중했다. 롯데건설도 신규 수
주에 적극적으로 나서 자체·외주사업 및 도정사업 등에 대해
수주 역량을 집중했다. 그 덕분에 서울 자양1 재개발사업 878
세대, 부산 대연3 재개발사업4,487세대, 대구 남산2-2 재건
축사업 987세대, 청주 오창롯데캐슬더하이스트 2,500세대,
원주롯데캐슬더퍼스트 1,243세대 등의 13개 사업장 3만 3,756
세대, 도급액 기준 3조 8,362억 원에 이르는 사업장 수주에 성
공했다. 특히 용인 신분당선 성복역 앞의 ‘성복롯데캐슬골드타
운(2,356세대)’은 우수 시행사와 수년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함
으로서 양질의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 또 ‘의정부롯데캐슬
골드파크(1,751세대)’는 도심 내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을 개
발한 뒤 그 도시공원 인근에 아파트를 짓는 국내 1호 공원특례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와 같이 수주 사업장의 조기 착공 및 기
수주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매출 제고가 이루어져 전
년대비 20% 이상이 신장된 1조 4,814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공급세대도 1만 5,000세대를 넘어 롯데건설이 추진하는 주택
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는 계기가 됐다. 이런 사업실적은 경
영개선 및 원가절감 활동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매출
총이익 및 영업외 수익 등을 제고하는 촉진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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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들어서자 주택시장은 활기가 넘쳤다. 정부는 가계대
출 증가에 대해 가계부채관리 방안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갔
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정책 기조에 두고 주택보급사업을 추진했다. 롯데건설은 활황
기에 접어든 주택사업에 적극 대처했다. 특히 강남권에 대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강남수주TFT를 신설하고 중장기 수
주전략에 근거한 수주 활동을 전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뉴
스테이 정책에 대응하는 조치도 취했다. 이를 위해 신설된 임
대사업TFT를 임대사업부문으로 승격시켜 기업형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롯데캐슬 1,185세
대, 화성동탄2 롯데캐슬 612세대, 김포 한강신도시롯데캐슬
912세대, 문래동 롯데캐슬 737세대 등을 공급, 주택업계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의 강자로 떠올랐다.
2016년 한 해 동안 롯데건설은 17개 사업장, 2만 2,414세대,
도급액 기준 3만 1,831억 원의 수주를 기록했다. 이는 원주롯
데캐슬더퍼스트 2차 1,116세대, 부산 가야3구역 재개발사업
812세대, 용인 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 1,597세대, 부산 해운
대롯데캐슬스타 828세대, 서울 삼선5구역재개발사업 1,199세
대, 수원 영통아이파크캐슬1·2단지 1,162세대, 광명9R 재개
발사업 1,498세대 등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자체·외주·
임대사업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서 고른 수주 결과를
얻은 덕분이었다. 사업관리에 있어서도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분양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한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
장들이 기지개를 폈다. 또한 롯데건설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해외사업도 해외주택TFT 신설을 기점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외주택사업이 추진됐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다소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도 국내 부동산시장은 활황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새
로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대책, 청약 제한, 전
매제한 강화 등 잇따른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
이 다소 위축됐다. 롯데건설은 공격적으로 추진한 주택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점차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강남
권 수주를 위해 신설한 강남수주TFT를 중심으로 강력한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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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수주전은 치열한 경쟁 속에
이루어졌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롯데건설 임직원

영업활동을 펼친 결과, 대치2 재건축사업 270세대, 방배14차
재건축사업 460세대, 신반포13차 재건축사업 346세대, 신반
포14차 재건축사업 279세대,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
1,888세대 등 주요 강남권역에서 여럿의 사업장 수주에 성공
할 수 있었다.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의 경우, 매우 치열
한 수주전을 통해 극적으로 수주하게 됐다. 양호한 입지의 랜
드마크 사업지로 많은 시공사가 관심을 가졌으나 롯데월드타
워를 시공한 롯데건설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에 표를 던진
조합원의 선택이 수주를 가능케 했다. 외주 및 자체사업도 돋
보이는 성적을 내놓았다. 용인 성복역캐슬파크나인 534세대,
한남동나인원 335세대, 김포 롯데캐슬&파밀리에시티 1,872세
대, 원주 캐슬골드파크1~2차 1,160세대 등을 수주했다. 도시
정비사업도 서울 신림2구역 재개발사업 1,499세대, 춘천 약사
3구역 재개발사업(873세대), 안산 중앙5-2 재건축사업 1,014

세대 등을 수주해 총 18개 사업장 1만 6,630세대, 도급액 기준
3조 8,058억 원의 실적을 거뒀다. 분양공급 물량도 12개 현장,
1만 2,879세대로 꾸준한 매출 신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15년 이후 공급한 사업장들이 대형화돼 매출과
사업이익의 규모도 커져 주택사업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 이
해 말에 주택사업본부는 매출 2조 7,268억 원을 달성했다.

한 발 앞선 기회 포착, 자산운영사업
롯데건설은 선진국 사례 등을 검토하면서 민간기업 임대시장
의 변화를 주시했다. 국내 민간임대 주택사업의 타당성을 검
토한 결과, 사업 진출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
175

LOTTE E&C 60th Anniversary Edition

었다. 2013년 신사업TFT를 신설, 본격적인 사업성 검토에 돌
입했다. 하지만 신사업TFT에서 면밀하게 사업성을 분석한 결
과,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임대아파트 상품은 메
인 브랜드인 ‘롯데캐슬’과 이미지 면에서 상충된다는 지적이었
다. 또 임대주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하고 임차
인을 모집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도 사업상 약점으
로 드러났다. 일반 분양사업은 분양 후 투자금을 회수하고 관
리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재무적인 관점에서
도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것이 임대아파트를 지어 운영
관리하는 것보다 낫다는 분석이었다. 대규모 세대 관리로 인
한 예기치 못할 민원 발생 등의 불안감도 불거졌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소할 방안이 마땅하지 않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추
진 동력을 잃어갔다.
민간임대 주택사업의 진출 모색은 헛된 일이 아니었다. 2015
년 초, 경제부처 합동 2015년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는 ‘기
업형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산층 주거 혁신’을 중점과
제로 제시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 12월
시행됐다. 세대원 3~4인의 중산층 세대가 장기적으로 주거가
가능하고 주거서비스 수준이 높은 민간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민간임대 주택
건설 시 용적률 상향 및 세금 감면의 인센티브도 주어졌다. 뒤
이어 정부는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을 발표했다.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늘리고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는 내용이었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당장 사업을 적
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시장상황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
었다. 민간임대 주택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롯데건설은
LH공사에서 발주하는 기업형 임대리츠 공모의 입찰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신설된 임대사업TFT는 재경팀과 협의해 재
원 조달과 운용 계획을 작성했다. 또 롯데캐슬의 분양 및 입주
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마케팅부문의 자문을 받으며 판촉 및
임대공급, 분양 전환, 고객만족의 방안을 꼼꼼하게 수립했다.
2015년 9월 롯데건설이 기업형 임대리츠 민간사업자 2차 공모
에 응모해 화성 동탄2 A-95블록에 아파트 612세대를 짓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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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롯데건설은 최초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확보함에 따라 자산운영사업 진출을 위한 첫 발을 내
딛게 됐다. 2016년 1월 LH공사가 민간임대 주택사업자 선정
을 위한 4차 공모를 진행했다. 김포한강 Ab-22BL에 롯데건
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2건의 LH공
사 공모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을 확보하게 됐다. 김포한강신도
시 롯데캐슬은 912세대의 사업장으로 보육세대를 위한 특화시
설과 서비스를 계획해 임대 공급 시 인기가 높았다. 한편 롯데
계열사의 미활용 보유토지를 활용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서울시 문래동
소재의 롯데푸드 공장 부지가 업계 최초로 국토교통부 시범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문래동 롯대캐슬(뉴스테이)은 아파트 499
세대와 오피스텔 238실 등 총 737세대를 공급했다. 이 사업장
은 서울 도심에 대단지로 지어져 고객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
다. 독산동 롯데알미늄의 활용 가치가 낮은 기존 공장부지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장으로 제안해 롯데 계열사 자산의 활용
성을 높였다. 독산역롯데캐슬(뉴스테이)은 1,065세대가 공급
됐다.
2016년 7월 시행된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제도에 대
해서도 롯데건설은 주시했다. 서울용산 남영역 인근의 원효로
사옥 부지를 청년층을 위한 민간임대 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안
을 검토했다. 2017년 9월 해당 부지에 752세대(29층)의 소형
민간임대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인허가를 서울시에 신청해 승
인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 추진으로 롯데건설은 청년층 타깃
의 도심형 민간임대사업에 진출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2017년까지 롯데건설이 추진한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총 6개
사업장에 이르러 매출 1조 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5,000세대
이상의 운영 관리세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롯데건설은 단순
히 민간임대 주택개발에 그치지 않았다. 자산운영 관점에서
임차인에게 선입견을 주는 임대 주거상품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방안을 연구했다. 임대운영서비스 브랜드인
‘Elyes(엘리스)’를 신규 런칭한 데 이어, 고객 편의를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홈페이지(www.Elyes.co.kr)와 입주민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제공했다. 특히 캐슬링크 서비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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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은 초고층 시공을 위해 연구개발을 이어갔다.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

롯데건설은 부동산개발, 금융, 투자, 임대운영, 시설관리, 자산
운용, 매각, 투자회수 등 부동산의 모든 사이클에 대응하는 사
업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그 일환으로 2018년 부서 명칭을
기존의 임대사업부문에서 ‘자산운영사업부문’으로 변경하고
지속적으로 주거운영 서비스를 고도화하고자 노력했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개발에 도전

* LMBR(LOTTE Membrane Bioreactor)
다집수구 박막형 UF 평막 적층모듈과 오존 부상공정을
적용한 MBR 하수고도처리기술

2006년 정부는 미래가치 창조를 위해 국토교통분야의 국가경
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기술 로드맵을 작성했다. 그리고서
VC(Value Creator)-10 분야를 선정, R&D를 중점 지원했다.
롯데건설은 국가 R&D사업에 참여해 국내 전문가들과의 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와 동시에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R&D 분야도 강화했다. 당시 롯데월드타
워와 부산 롯데타운 등 대규모 초고층 프로젝트 추진도 준비
하면서 사업요소별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롯데월드타워와 부산 롯데타운 초고층 건축의 기술적
뒷받침을 위해 기술연구원의 초고층분야 기술개발 인력을
2009년 3월에 초고층 현장조직으로 변경했다. 새로이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였다.
현장과 기술연구원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공 중 GPS를 이
용한 연직도 관리기술’을 비롯해 초고층 구조물의 기초콘크리
트 타설 연구, 초고층 콘크리트 구조물의 폭렬 방지 및 내화

성능향상 기술 등을 개발했다. 이는 롯데월드타워의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기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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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로부터 가장 각광받았다. 입주자의 사정으로 주거지를 옮
겨야 할 경우, 같은 단지 내 또는 다른 지역의 롯데캐슬 민간
임대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주택교환 서비스를 제공한 것
이다. 또 입주민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룹계열사 및 전문
업체와 협업해 조식, 가전렌탈, 보육, 홈케어서비스 등 새로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롯데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에도 기여했
다. 또 종이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민간업계 최초로 독
자적인 임대운영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임대공급업무 프로세스
에 혁신을 가져왔다.

롯데건설은 ‘초고층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초고층 요소기술의
성과를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열렸는데 이 과정에서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 및
세계 석학과 공동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같은 노
력으로 롯데건설이 내진, 태풍 등과 관련한 구조설계 기술, 초
고강도 콘크리트 등의 건축재료 기술, 디자인 설계능력 등의
초고층 건설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그 중 ‘초고층용 세계 최초
섬유 혼입 고내화콘크리트 펌프 압송기술’은 2010년 5월 국토
해양부가 주최한 ‘제5회 건설업체 창의·혁신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미래인프라 산업기술에 관한 연구도 점차 확대됐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주택 중심의 사업 구도에서 벗어나 수
주 확대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건설 관련 신기술 개발의 필요
성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고강도 케이블을 활용한 초
장대 교량 설계 및 시공분야, 지능형 고속도로 구현을 위한 스
마트하이웨이 등 국가 R&D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이러한 연
구의 결과로 국내 최초 타정식 강합성 사장교인 동이1교 시공
을 마친 데 이어 산달도 연륙교 등을 성공적으로 시공할 수 있
었다. 거제도와 산달도를 연결하는 산달도 연륙교는 제14회
토목건축기술대상에서 도로교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1년 경전선 복선전철 및 부산신항 배후철도 노반건설공사
2-2공구에서 적용한 교량 가설 신공법이 특허를 취득했다. 왕
복 8차로인 남해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교량을 도로 차단 없이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한 직선 및 회전 런칭 공법이었다. 2014
*
년에는 시설비와 운영비를 절감하는 수처리 신공법 ‘LMBR’ 을
공동연구 개발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 신기술 인
증을 받았으며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국제 특허를 취득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는 콘크리트 기술, 매
입말뚝의 지지력 증대 공법(스마트파일 공법) 등을 개발했다.
이러한 신기술은 다방면에 적용돼 향후 여러 건설 공종의 품질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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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개발한 ‘초고층용 세계 최초 섬유 혼입
고내화콘크리트 펌프 압송기술’은 실제로
롯데월드타워 공사에서 공기 단축의 일등공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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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초고층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초고층 요소기술의 성과를
국내외 전문가와 공유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에서도 새 지평을 열
었다. 2010년 6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코콘크리트’를
개발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에코콘크리트는 시멘트 제조공
정에서 폐기되던 미세입자와 철을 생산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로슬래그를 혼합해 만들었다.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 효과는 물론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얼마
뒤, 롯데건설이 한양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개발한 건축물 생애주기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시스템인
‘LOCAS(LOTTE Carbon Assessment System)’가 국제특허
를 취득했다. LOCAS는 건축물 수주단계에서부터 설계, 분양,
시공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국제특허를 취득한
LOCAS를 모든 건축물에 적용, 친환경설계 여부를 검토해 도
래하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친환경 기술개발이 적용된 롯데월드몰은 2015년 11월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의 본인증 절차를 거쳐 ‘최우수 녹색 건축
물’로 최종 선정됐다. 신재생 에너지시스템과 최첨단 기술이
에너지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롯데
건설의 기술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은 하나둘씩 결실을 맺
기 시작했다.

세계로 미래로 가는 빠른 길 LENCIS
2008년 1월 그간 정보화추진단에서 준비한 차세대 종합정보
시스템인 ‘LENCIS’가 가동에 들어갔다. LENCIS 개통으로 의
사결정이 빨라지고 보다 투명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LENCIS(LOTTE E&C Innovative Information System)는
롯데건설이 자체 ERP를 개발해 붙인 이름이었다. 개통 직후
곧바로 안정화 작업에 돌입했다. 통합사업으로 생겨난 여러
가지 요구를 취합해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전

자결재 시스템 MOIN도 구축했다. 조직 내 신속한 의사 결정
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업무 생산성이
높아졌다.

LOTTE E&C History

개선 및 비용절감에 기여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LENCIS 시스템의 하나인 SAP 솔루션을 도
입,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베어링포인트의 컨설팅을 거쳐 롯
데정보통신이 시스템 구축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SAP의 재
무 및 관리회계(FI/CO, Financial System/Controlling), 자금
관리(TR, Treasury), 프로젝트 관리(PS, Project System) 모
듈이 도입됐다. 신속한 경영정보 제공을 위한 조기 결산체계
를 구축하고, 사업본부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회계 강
화로 책임경영을 실현했다. 또한, 예측 기능을 강화해 재무 리
스크관리 능력을 높이고, 프로젝트의 손익관리를 통해 사업성
을 보다 정교하게 예측했다. 또 유동성 예측정보를 실시간으
로 집계·분석·활용이 가능해졌다. 투자 및 비용 계획대비
실적분석 기능도 강화됐다.
SAP 솔루션을 선정한 것은 내재된 SAP의 베스트 프로세스를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데이터에 대한 통합성과 신뢰성
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향후 확장ERP 구축 시 연
동 및 통합이 용이하며 다양한 수익성 분석 자료를 제공해 손
익 중심의 경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프로젝트
로 사업본부, 팀 및 현장별 성과관리 체계가 강화돼 책임경영
의 마중물이 됐다. 2011년 10월 LENCIS를 스마트폰에서도 적
용할 수 있는 M(Mobile)-LENCIS를 가동했다. 이것을 사용하
면 스마트폰의 전용 앱(Application)을 통해 인근 건설현장의
재고량을 바로 확인하고 주문을 할 수 있었다. 향후 필요한 자
재 계약상황도 앱을 통해 볼 수 있어 건설현장 업무의 효율성
을 높였다. 이후 M-LENCIS는 건설현장에 공급될 자재의 계
약상황, 공급처의 담당자 등의 정보도 상세하게 담기도록 기
능을 보강했다.
2019년 3월에 이르러서 롯데건설은 전사 포털·핵심업무시스
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ERP시스템 ‘LENCIS 4.0’
을 도입 구축했다. 이 ERP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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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를 담아 ‘LENCIS
4.0’이라고 이름 지어졌다. LENCIS 4.0은 IT기술 변화에 대
응해 수작업으로 하던 일부 업무를 추가로 시스템화하는 등
임직원 업무의 효율성·편리성이 강조됐다. 해외·플랜트사
업 확대 등 향후 10년 동안 바뀔 사업구조에 대비해 기능 역시
강화했다.

━
2008년 1월부터 차세대 종합정보 시스템인 ‘LENCIS’가
가동됐다. 개발 당시의 정보화추진단

사람을 위한 끊임없는 공간 디자인 연구
건설업계의 기술 경쟁은 공기 단축, 자재 개발, 공법 개발 및
적용 등에 머무르지 않는다. 디자인도 어느 분야 못지않게 치
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주택의 경우 분양가나 품질
이 점차 동일해지는 경향을 보여 눈에 바로 띄는 디자인이 고
객의 선택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떠올랐다. 게다가 ‘롯데캐슬’
을 내놓은 지 십수 년 지나 기존 브랜드를 한층 더 강화할 필
요성도 제기되고 있었다.

* 픽토그램(Pictogram)
그림을 뜻하는 picto와 전보를 뜻하는 텔레그램
(telegram)의 합성어. 사물, 시설, 행위 등을
누가 보더라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림문자를 가리킨다.

* Modern Legacy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새로움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롯데캐슬의 고급스러움을 살리지만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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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롯데건설은 디자인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
존의 주택연구소의 명칭을 ‘디자인연구소’로 변경했다. 이듬해
말부터 디자인연구소는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국내외 디
자인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2010년 12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욕조와 환경시설물
등 총 3개 제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또 지식경제부가 주최
한 ‘2010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2011년에도 부산 다대 롯데캐슬 견본주택 외관 등 총 4개 작품이
선정됐다. 2013년에는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캐슬&칸타빌’의
중앙광장인 ‘페스티벌 플라자’가 ‘2013 굿디자인(Good Design)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4개 작품이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됐다.
2015년에 이르러 롯데건설은 브랜드 전체의 점검 및 리브랜딩
을 진행시켰다. 브랜드의 핵심가치를 ‘존중’으로 재정의하고
*
브랜드 디자인을 ‘Modern Legacy’ 를 콘셉트로 브랜드 로고를

비롯해 외관, 인테리어 디자인 등 브랜드 전반의 디자인을 완
전히 새롭게 변화시켰다. 이러한 리브랜딩은 단순히 디자인적
변화뿐만 아니라 고객의 경험을 고려해 실용성과 안전성을 아
우르고 세련된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러한
*
과정에서 ‘롯데캐슬’의 전용 서체 및 픽토그램(Pictogram) 을
개발하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각종 디자인을 패키
지화했다. 또한 ‘롯데캐슬’의 외관 디자인도 큰 변화를 가져왔
다. 1999년 롯데캐슬 브랜드의 런칭 시점부터 이어오던 ‘유럽
의 성’을 모티브로 한 클래식 콘셉트의 ‘롯데캐슬 1.0’에서 탈피
해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인 ‘Modern Legacy’를 직관적으로
고객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외관 디자인 ‘롯데캐슬 2.0’을 선
보였다. 브랜드 컬러를 네비올로와인이 캐슬프레임과 어울어
져 한층 더 젊고 모던한 디자인이었다. 롯데캐슬의 상징이며,
고객들에게도 대표적으로 인지돼 있는 아이콘인 문주 ‘캐슬게
이트’도 클래식하고 화려한 아치형의 디자인에서 모던하고 강
렬한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큰 변화를 주었다. ‘롯데캐슬 2.0’은
원주롯데캐슬더퍼스트를 시작으로 34개 사업장에 적용했다.
변화된 ‘캐슬게이트’는 ‘2018 Good Design’에 선정됐다.
2018년에는 ‘롯데캐슬 3.0’을 발표했다. 브랜드 디자인콘셉트
는 유지하되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눈높이와 디자인 트렌드
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도적인 디자인을 마련한 것이다. 시그
니처 디자인인 캐슬 스트라이프를 적용해 브랜드 정체성은 더
욱 뚜렷하게, 수직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더욱 간결하게, 그리
고 단지의 인지성을 더욱 높인 ‘메가프레임’까지 계획돼 디자
인의 완성도를 높였다.
‘롯데캐슬 3.0’은 2019년 ‘화성 반정’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후
분양 현장에 적용된다. 롯데건설은 변화하는 트렌드, 고객 니
즈를 면밀하게 연구 분석해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는 아파트
디자인을 연속해서 개발했다. 2016년 3월 테마별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스토리지(Storage) 4.0’을 개발했다. 스토리지 4.0
은 현관·복도, 주방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의 4개 수납공
간을 한 평면에 구현한 것이었다. 2017년에도 ‘캐슬 모닝’, ‘듀
얼 파우더’를 개발하는 등 신개념 수납공간의 개발노력을 계속

적으로 진행했다. 향후 롯데캐슬에 적용할 네트워크 스위치와
배선기구 등 기전시설물에 대한 통합디자인도 개발했다. 새
통합디자인은 모두 디자인 의장등록을 출원했다.

━
갤러리L. 롯데건설의 디자인 철학과 최신 주거 트렌드를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조경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를 강화하고자 시설물 파트너사와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여행같은 삶의 공간’을 만든다는 콘셉
트로 조경 디자인에 큰 변화를 주었다. 입주 고객의 조경에 대
한 만족도가 대폭 상승했다. 이를 통해 2018년 10월 준공한 부
산 ‘연제롯데캐슬&데시앙(1,168세대)’은 12월 ‘부산시 아름
다운 조경상’에서 대상을 수상해 롯데캐슬의 우수한 조경 실력
을 입증했다. 2018년 11월 주택전시관 갤러리L이 ‘2018 굿디
자인 어워드’에서 골드 어워드(Gold Award) 한국디자인진흥
원장상을 수상했다. 갤러리L은 롯데건설의 디자인 철학과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신(新)주거평면이 담겨 있는 주택전시
관이었다. 고객의 요구에 발맞춰 주거 공간에 대한 새로운 변
화도 시도했다. 그 일환으로 2017년 5월 새 인테리어 디자인
인 ‘아지트(AZIT)’를 발표했다. 2019년에는 ‘아지트(AZIT)
2.0’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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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드 마크, 롯데월드타워를 세우다

드디어 착공, 땅에서의 소망이 하늘에 닿아
신격호 명예회장은 “언제까지 외국 관광객들에게 남대문이나
경복궁 같은 고궁만 보여줄 수는 없다”면서 “세계적인 건축물
을 만들어 외국인의 시선을 끌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
다고 한다. 그 바람과 소원은 강산이 세 번 바뀐 30여 년 만에
롯데월드타워를 탄생시키는 배경이 됐다. 1981년 서울시는
88 서울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계기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사무실, 호텔, 쇼핑몰 등이 모인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사업을 계획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롯데는 1984년 공사를
시작해 1989년에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개장했다. 곧이어 롯데
백화점 잠실점과 야외 놀이장인 매직아일랜드를 완공함으로써
잠실 롯데타운 시대를 개막했다. 이에 앞선 1987년, 롯데는 신
천동 일대 8만 7,182㎡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했다. 지금의 롯
데월드타워가 자리하고 있는 부지는 그룹 내에서 프로젝트명
으로서 ‘C2’라 불렸다. 이후 언론에서 해당 부지와 사업을 기존
의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차별화를 위해 ‘제2롯데월드’라는 명
칭이 사용됐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이곳에 세계적인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1995년에는 16층으
로, 다시 1998년에 32층으로 설계를 바꿔오다 결국 2001년에
37층까지 높여 허가를 받았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해당 부지에 공사펜스를 설치하고, 지하
굴토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공사를 시작했다. 롯데는 2001년
건축허가를 득한 즉시 초고층 빌딩을 위한 재검토에 착수했
다. 마천루를 세우는 꿈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이어 롯데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강한 의지에 따라 2002년 8월 서울 잠실에
112층의 초고층 건물을 짓는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초고층 건
설은 막대한 투자와 고용 창출의 효과로 국내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었다. 롯데는 2002년 9월 지하 4층, 지상
112층, 높이 555m의 초고층 빌딩 건립 안을 송파구에 제출했
다. 정부는 이에 대한 신축 허용 검토를 시사하면서 군 당국과
의 협의를 거쳐 최종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
만 초고층 건립을 반대하는 소수 여론은 번번이 롯데의 발목
을 잡았고 이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았다. 우여곡절을 겪고 난
후 정부의 민간합동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에서 2009년
3월 롯데월드타워 건축을 허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신격호 명예회장의 꿈이자 평생의 숙원사업은 시작됐
다. 롯데월드타워의 첫 이름은 ‘롯데수퍼타워’였고 2011년 가
을까지 사용되다가 현재의 이름인 ‘롯데월드타워’로 굳어졌다.
2009년, 롯데건설 건축사업본부는 초고층팀(초고층부문)을 신
설하고 롯데월드타워 공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서 전문 인력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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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롯데는 신천동 일대 8만 7,182㎡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했다. 이를 계기로 초고층을
짓겠다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꿈이자 평생의
숙원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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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월드타워의 외관 디자인은 완성에 이르기까지 수정의
수정을 거듭됐다.

확충 및 양성에 힘을 쏟았다. 롯데는 서울시로부터 건축심의,
교통·환경영향 평가,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09년 말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규모의 국내 최고의 초고층 건축
물 건설을 위한 공사에 착수했다. 롯데건설은 기획, 시공, 공
사관리 등 공사의 전과정을 도맡아 진행했다. 이는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해 수년간 준비하고 쌓아 온 초고층 건설기술과 관
련 연구들 그리고 그간 육성한 전문인력들이 해당 사업의 진
행 시점에 이르러 그 빛을 제대로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2010년 11월, 롯데는 롯데월드타워를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
데월드 맞은편의 8만 7,182㎡ 부지에 연면적 60만 7,849㎡ 규
모로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123층의 롯데월드타워와 3개동
의 롯데월드몰(10~12층)로 구성하며, 롯데월드몰에는 에비뉴
엘을 비롯한 다양한 쇼핑·문화·레저시설을 배치하고 롯데월
드타워에는 235개 객실을 갖춘 6성급 호텔 등이 입주한다는
계획이었다. 롯데월드타워 완공 이후 외국 관광객만 연간 150
만여 명, 연간 외화 수입은 2억 달러를 상회 할 것으로 예상했
다. 한국 전통 건축물의 유려한 곡선미를 모티브로 디자인 된 외
관은 미국 초고층 전문 건축설계회사인 KPF(Kohn Pedersen
*
Fox Associates) 사가 제출한 디자인으로서 건축허가까지 1년
여 동안 수정을 거듭했다. 서울 도심에 무심한 듯 붓으로 한
획을 그은 것 같은 깔끔한 디자인이 주요 콘셉트였다. 최상부
는 봄, 생명, 성장을 의미하는 새순을 형상화했고, 타워의 곡
선은 ‘고려청자’나 ’한옥 건물의 처마 끝’ 등과 같은 한국 전통
의 소재가 지닌 선의 흐름을 형상화했다. 건물의 구조 설계는
*
미국의 LERA 사가 수행했다. 미국 TT(Thornton Tomasetti)
사가 이를 검증했다.

* KPF(Kohn Pedersen Fox Associates)
미국 시카고의 333 웨스트 웨커 드라이브, 일본 도쿄
롯폰기힐스와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국내 삼성 서초사옥
등 국내외 다양한 초고층 건물을 설계했다.
* LERA(Leslie E. Robertson Associates)
상하이 금융센터(Shanghai World Financial Center)
등 유명 초고층 구조 설계를 맡은 회사다.

세계가 인정한 롯데건설의 마천루 건설기술
롯데건설은 초고층 건축 분야의 세계적인 강자를 꿈꾸게 됐다.
이러한 포부는 롯데건설이 롯데월드타워에서 신기술 적용과
그 개발에 더욱 주력하는 계기가 됐고, 시공 전반의 과정을 통한

일련의 경험과 노하우 축적이 결국 전 세계 초고층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밑거름임을 인지해 전력을 쏟았다. 롯데월드
타워의 성공적인 완공으로 장차 롯데건설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롯데월드타워 부지에 초고층건물 시공을 위한 상세 지반조사
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한국지반공학회의 지표 지질조
사 결과와 세계적인 지반 설계업체인 영국계 엔지니어링 회사
애럽(ARUP)의 지반 정밀분석을 거쳐 기초설계를 수행했다.
호주의 코피(Coffey) 사의 설계컨설팅과 미국 에이콤(AECOM)
사의 제3자 기술검토를 통해 안정성을 재확인했다. 지하 38ｍ
의 연경암 이상의 양호한 암반 위에 시공했으며, 기초공사에
쓰이는 콘크리트는 50MPa로 1㎠의 넓이에 0.5톤의 무게를 지
탱할 수 있는 강도였다. 기초공사의 뼈대를 이루는 철근은 국
내 빌딩 건축공사에는 처음 쓰이는 직경 5.1㎝를 비롯해 총
4,300여 톤이 사용됐다. 기초공사를 마친 뒤 콘크리트 수화열
(시멘트와 물을 혼합할 때 발생하는 열로 균열의 원인) 관리
작업이 진행됐는데, 이는 콘크리트 타설 이후 양생기간 동안
시멘트의 균열을 막기 위해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었다. 콘크리트 표면은 50도 안팎을 유지, 중심부는 60도,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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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0도 내외가 되도록 현장에서 직원 10여 명이 실시간으로
관리했다.
2011년 7월부터는 골조공사인 코어월(Core Wall) 공사가 시작
됐다. 코어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그해 연말에 지상 1층
정도의 건물이 그 형태를 드러냈다. 기둥과 코어 벽체에는
80MPa 강도의 콘크리트가 쓰였다. 독일 푸츠마이스터
(Putzmeister)가 개발한 장비에다 롯데건설이 특허를 취득한
콘크리트 배합 신기술을 동원해 콘크리트를 555m 높이까지
쏘아 올렸다. 초고층 압송기술도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 것이
었다. 초고층 건물 1개 층이 올라가는 데 나흘이 걸렸다. 이는
공기 단축을 위해 자동거푸집시스템(ACS : Auto Climbing
System)거푸집을 적용한 덕분이었다. 1개 층을 올릴 때마다
거푸집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유압장치에 의해 스스로 거푸
집이 위로 올라가는 최첨단 기술로 오스트리아 Doka사의
ACS시스템이 적용됐다. 바람을 분산시키는 기술인 내풍설계
와 진도 9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도 이루어졌다. 내
풍설계를 위한 풍동실험은 캐나다의 RWDI(Rowan Williams
Davies & Irwin Inc)에서 수행했다.

*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2004년 4월 개원. 환경건축 분야의 학문적,
기술적 자원을 바탕으로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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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무선정보인식장치(RFID)를 접목한 최첨단 물류관
리시스템과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이 적용됐다. 따라서
현장 인력 출입은 물론 레미콘, 철근 등 주요자재 사용상황 등
이 철저히 관리됐다. 위성측량시스템(GNSS)도 가동됐다. 골
조공사 과정에서 오차 없는 시공을 위해 최소 4대 이상의 인공
위성으로부터 측정정보를 받아 오차를 보정했다. 시공 중 기
술적으로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인 타워 코어월은 45~67층까
지 동서남북 방향으로 미세하게 경사져 있었다. 또 메가 기둥
(Mega Column)은 31~76층까지 동서남북 방향으로 미세하게
경사져 있었다. 공사 난이도가 일반초고층 건물에 비해 2배 이
상 어려운 이유였다. 이 같은 경사도가 원인이 돼 코어월 경사
벽체, 매층 철골 부재 크기의 다양성, 좌·우·높이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제작 및 설치의 어려움 등과 같은 시공의 난제가
발생했다. 또 커튼월 유니트(unit) 수가 전체 2만 1,000장 중 1만
7,000장의 규격이 동일하지 않아 공사 진행의 애로가 있었다.

협력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수십 차례의 기술회의를 거쳐 3차
원 BIM 입체설계를 진행해 부재 제작 및 설치의 어려움을 극
복했다.
건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을 이용해 채소류를 생산하
는 ‘식물 공장’ 등과 같은 친환경 녹색기술도 도입 적용했다.
또한 지식경제부에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의 국가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2013년 11월
태양광·풍력, 태양열·지열에 대해 각각 승인을 받았다. 롯
데월드타워 내 에비뉴엘·캐주얼·엔터테인먼트는 한국환경
*
건축연구원 의 본인증 절차를 거쳐 최우수 녹색건축 건축물(인
증번호 KRI-14-189)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 심사에서 에너지
를 절감하는 친환경 복합단지라는 콘셉트 설계뿐 아니라 신재
생 에너지시스템과 최첨단 기술 적용에서 에너지 분야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에비뉴엘과 롯데월드몰은 5층에 브리지로 서로 연결돼 자리를
잡았다. 국내 최대 에비뉴엘과 쇼핑몰, 롯데마트, 롯데하이마
트 등이 계획됐다. 에비뉴엘은 축구장 네 배 크기에 상당하는
3만㎡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였다. 롯데월드몰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특히 지하 1~2층에 1만 5,633㎡ 규모의
아쿠아리움이 계획됐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지상 5~11층에
좌석수 4,609석을 갖춘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관이 위치했다.
세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가장 큰 스크린(가로 34m, 세로
13.8m)을 가진 영화관으로 2014년 7월 ‘기네스 월드’에 등재됐
다. 캐주얼 지상 7~11층에는 2,036석을 갖춘 국내 최초 빈야
드식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인 ‘롯데콘서트홀’이 2016년 8월 개
관해 국내 최고의 클래식공연장이 마련돼 음악 애호가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했다. 사업을 총괄하는 롯데물산은 에비뉴엘을
2014년 10월 30일 조기 오픈했다.
2015년 3월 24일, 롯데월드타워가 국내 건축물 최초로 100층
을 돌파했다. 이는 세계 빌딩들과 비교했을 때 10위에 해당하
는 규모이며 착공 이후 4년 5개월 만이었다. 이 날, 롯데월드
타워 76층에서 ‘100층 돌파 기념식’이 열렸다. 이 행사에 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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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코어월과 메가 기둥이 미세하게 경사져 일반
초고층 건물에 비해 2배 이상 어려운 공사였다.
━
2015년 12월, 롯데월드타워의 상량식이 열렸다.
신동빈 회장은 “오늘은 롯데월드타워의 123층
대들보를 올리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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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롯데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송파구
청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해 이를 기념했다. 2015년
10월 12일에는 롯데월드타워 첨탑부에 초대형 다이아그리드
구조물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설치했다. 이는 댓살을
교차시켜 만든 죽부인 원리처럼 기둥 없이 건물의 무거운 하
중을 견딜 수 있는 기술이 적용돼 높이만 무려 120m에 달하는
초대형 구조물로 자리매김 했다. 2015년 12월, 외부공사가 마
무리되고 내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량식을 가졌고, 당시
신동빈 회장이 참석해 “오늘은 롯데월드타워의 123층 대들보
를 올리는 역사적 순간”이며 “조국의 랜드마크를 남기겠다는
아버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타워는 대한민국 랜드마크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건축물이 될 것”이라며 감회를 밝혔다.
내부공사가 이루어지는 사이, 2016년 4월부터 롯데월드타워
의 타워크레인 해체가 시작됐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 중간인 79층에 해체를 위한 좌대를 따로 마련했다. 해체
물을 지상으로 전달하기까지 장장 117일이 걸렸다.
롯데월드타워는 2017년 4월 3일 그 역사적인 그랜드 오픈식을
거행했다. 완공된 롯데월드타워는 층수로 세계 4위, 높이 기준
으로는 세계 6위의 초고층 빌딩으로 등극했다. 롯데건설은 롯
데월드타워 시공을 통해 초고층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시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최초의 건설사로
자리매김했다.

안전, 돌다리도 두들겨라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은 처음부터 화재 방지에 각별히
유의해 시공됐다. 여기에 모두 17만 개 이상의 스프링클러와
3만 개가 넘는 화재 감지기를 설치했다.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
할 수 있도록 소화수원도 국내 일반건물 기준인 20분보다 3배
가량 많은 60분 분량을 확보했다. 피난안전구역은 총 5개소를
마련했다. 20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이 있어서 건물 어디에
있든지 최대 15분이면 피난안전구역으로 이동이 가능했다. 화재
188

━
2017년 4월 3일 롯데월드타워는 역사적인
그랜드 오픈식을 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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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은 송파소방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하도록 자체 소방차도 운영했다.
━
롯데월드타워 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낙하물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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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은 통합방재실도 운영했다. 통합방재실은 주요 지점
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해 화재나 중장비 운영 상태를 24시
간 감시하고, 위험요소별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송파소방서와 핫라인을 구축해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하도록 자체 소방차를 운영하며, 더불어 소화기 1만개 이상
을 비치해 화재 시 작업자들이 1분 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했다. 비상훈련을 실전처럼 반복해 실시했다. 현장직원
들의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매달 1회 이상 비상상
황을 가상한 대피훈련을 함은 물론이고 송파소방서와 함께 인
명구조 및 화재진압 훈련도 실시했다. 또한 낙하물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온
갖 노력을 기울였다. 2014년 7월에는 안전결의대회를 고용노
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실시했다. 같은 달, 롯데
월드타워와 그 주변부에 대해 한국지반공학회와 영국계 엔지
니어링 회사 애럽(ARUP)이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했다. 공사
중 발생한 지하수 유출과 포트홀(pot hole) 문제를 포함해 토
목설계 부문에 대한 안전진단이 이루어졌다. 2014년 8월, 롯데
월드타워 15층 회의실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와
전기설비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후 전기분야 최고기술자로 구성된 한국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에 의해 매월 1회 현장의 가설 전기시설
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았다. 아울러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 전기시설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에게 전기안전교육을 철
저히 실시했다.
최고의 안전을 실현한 롯데월드타워 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임직원 모두의 마음이 모아졌다. 롯데월드타워 현장에서는 롯
데월드몰 조기 개장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낙하물 사고를 막
기 위해 추가로 5가지 대책을 수립했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신공법인 ‘프로텍션스크린 시스템’을 비롯한 낙하물방지망 설

치는 공사 중에 작업자를 보호하고 낙하물 추락을 방지했다.
낙하물이 발생했을 경우, 주변 건물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
도록 방호데크도 설치했다. 공사장 주변으로 높이 6m의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통로를 확보했다. 타워크레인에
위험경고 센서를 설치하는 한편 커튼월 및 자재는 이중삼중으
로 로프를 통해 안전하게 옮겨지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CCTV 및 방송시스템, 안전요원의 고정 배치 등과 같은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롯데건설은 철저한 품질관리는
물론 관련 전문가들과 수시로 점검하고 그 자료들을 공개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같은 취지에 맞춰 정기
적으로 초고층빌딩 시공기술 발표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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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운행되는 피난용 승강기 19대와 더불어 피난계단을 이용
한 대피도 가능했다.

2015년 1월 롯데는 롯데월드타워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현장
차원에서 그룹 차원으로 확대하는 조치로서 그룹 직속 ‘안전관
리위원회’를 꾸리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맞춰 롯데건설은
The K호텔 서울에서 안전경영 선포식을 열었다. 김치현 사장
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기본과 원
칙을 준수하고 사후처리보다 사전 예방을 중요시하는 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롯데월드타워 안전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1년 후, 안전상황실에 접수된 신고건수
가 대폭 감소했다. 2015년 2~12월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를 살
펴보면 전년도 2월 총 282건에 달했던 신고건수는 총 60건으
로 전년 대비 78.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월드타워 준공 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땀과 열정
이 영원히 기억돼야 한다. 현장 근로자, 롯데물산 및 롯데건설
임직원 등 총 8,000여 명의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 45명도
포함돼 있었다.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일념으로
혼신을 다한 이들의 이름이 롯데월드타워 5층 홍보관 벽면과
야외 광장에 새겨졌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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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창규 사장

진정한 리더는 위기에 빛난다
고(故) 박창규 전 사장이 롯데건설 재직 중에 조직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재임기간 2009 ~ 2014)

“조직은 유리창과 같다.
한 사람의 정신적 해이가 한 순간에 조직을 깨뜨릴 수 있다.
끈끈한 동료애와 협조가 큰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조직에서 100-1은 0이고 1+1은 11이다.”
2로 11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100이 0으로 변하도록 방치할 것인지는
조직 내 구성원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조직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그는
2로 11을 만드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 조직관리를 누구보다 신경 썼다.
특히 새로운 창의적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많은 관심을 쏟았다. 롯데건설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조직문화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일방적 지시보다는 배려와 격려,
자연스러운 소통과 감성적 동기 부여 등을 통해 창의적 문화가 형성되도록 유도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자신감과 신념을 가져라” 하고 임직원을 독려했다.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가 없다고도 했다. 사기 진작을 위해 경영상 어려운 와중에도
2010년 1월 5일간의 일정으로 3,000여 명의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한마음 전진대회’를 열었다.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모두가 공유하고 단합 의지를 높이려는 취지였다.
그는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에 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파트너사도 조직의 일부로
생각했던 것이다. 동반성장추진사무국의 위원장을 맡은 것도 다름 아닌 박창규 사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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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엿보였다.
임직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데 힘쓴 것이 주효했다. 불황 속에서도 롯데건설은
4년 연속으로 영업흑자를 이뤄냈다. 하향세를 보이는 수익성도 돌려놓았다.
토목건설에 노하우를 갖춘 그의 능력이 건축사업에 더해지면서 국내 건설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대형건설사들이 국내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사업에 공을 들일 때 국내사업 강화에 주력했다. 치열한 경쟁 탓에 저가수주로
수익성이 나지 않는 해외사업보다 기존에 강점을 보여 온 국내사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수정한 덕분이었다. 특히 초고층 프로젝트와 그룹 공사 등에 치중해
롯데건설의 경쟁력 강화와 내실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온화한 성품이면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강력한 추진력을 보이는 경영자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래서 롯데건설 임직원들은 물론이고 후배 건설인들이 많이 따랐다.
우리 건설산업에 기여한 공로가 커 2009년 토목건축기술대상 건설인 부분 최우수상과
2011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박창규 전 사장은 2016년 4월 13일 오후 6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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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현 사장
(재임기간 2014~ 2017)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동문이 드르륵하고 열렸다. 빠른 걸음으로 들어선 김치현 전 사장이 곧장
창가로 갔다. 상기된 표정이 역력했다. 롯데월드타워 꼭대기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다
금세 감회에 젖은 듯 보였다. 그는 롯데건설의 CEO로서 세계적 초고층인
롯데월드타워 건설의 선봉장이었기 때문이리라.
롯데인들은 그의 넓은 등을 떠올리며 빙긋이 웃곤 한다. 그만큼 든든하고 편하게 느꼈다.
항상 현장에서 그랬고 회의에서도 그랬단다. 그렇게 임직원들 보다 앞장서서
자신의 등을 보이며 솔선하고 선두에서 지휘했다. 롯데알미늄 대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 등을 역임할 때도, 롯데건설 사장에 오른 뒤에도
등보이기를 서슴지 않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그 모습은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일하도록 끊임없이 독려하는 동기 부여가 됐다. 그의 실천하는 리더십은
임직원 작업화의 끈을 다시 조이게 했던 것이다.
“롯데월드타워 공사 당시 우리 사회는 아직 초고층을 받아들일 시스템이나 마인드가
형성돼 있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켜가면서 공사 진행을 해야 하는 통에
많은 난관에 부딪혔지요. 하지만 임직원 모두가 똘똘 뭉쳐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성공적으로 완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 재임 시, 롯데월드타워 외에도 베트남 ‘롯데센터 하노이’ 초고층 복합단지,
인도네시아 코타카사블랑카를 비롯해 국내의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등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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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업을 식물에 비유하곤 했다. 뿌리 근방에 물을 뿌려주면 식물이 그것을 찾아
뿌리를 뻗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란다.
국내 건설환경은 앞으로 커다란 구조조정이 예상된다며 롯데건설이 성장을 거듭하려면
경쟁력 있는 기술력과 체질 배양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가 경쟁력 확보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재임 당시에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VE평가위원회와 원가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원가 경쟁력을 높였다.
또 대표이사 주관 본부장회의, 수주회의, 투자심의 등 사전·사후 점검 프로세스를
구축해 리스크관리를 고도화했다. 특히 재무구조 개선에 힘써
롯데건설이 건실한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타 회사와 달리 우리 롯데건설은 끈끈한 정으로 뭉친 기업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위기나 단결력을 필요로 할 때 큰 힘을 발휘하곤 했습니다.
롯데건설인으로서 함께 일할 수 있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행복한 CEO이었습니다.”
현재 대한스키협회 회장으로 왕성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임기가 끝난 뒤에도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며 환하게 웃음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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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롯데건설의 최고 가치입니다. 파트너사들은 롯데건설의 경쟁력입니다.
사회공헌과 지역사회 배려는 롯데건설의 존립 근거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일터, 역량을 키우는
롯데건설의 문화 및 인재경영은 우리가 꿈꾸는 기업상입니다. 고객을 위해, 파트너와 함께,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임직원, 롯데건설은 이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객, 파트너, 사회, 임직원,
롯데건설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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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점검 실시 횟수

101
99.7%
회

해피콜 서비스 만족도

Perfectionism*
고객을 위한 완벽주의
롯데건설은 1999년 국내 최초로 ‘롯데캐슬’을
선보이며 브랜드 아파트 시대를 개척했다.
2019년에는 차세대 디자인 모델 ‘롯데캐슬 3.0’을
선보였다. 그밖에도 고객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Home Visit’ 분석을 통해 롯데캐슬 품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적용하는 중이다.
- 2019년 국가서비스대상 시상식장에서

캐슬 크린 서비스 만족도

98.4%

품질 혁신 아카데미

16

회

롯데캐슬 고객 _ 박소담

226

Globalization*
세계의 고객을 만나는 롯데건설
60주년을 맞이하는 롯데건설은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주택사업의 성공적인 진출로
글로벌 롯데건설의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 창립 60주년 신년사 중에서

Brant and 애완견 R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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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펀드 조성 금액

540
65
631
50

억원

수혜기업

개/년

수혜금액

억 원/년

동반성장 대여금

억 원/년

디자인케브 _ 김홍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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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Win*
함께 가서 더 아름다운 이름, 파트너
매출 30억 원의 작은 기업에 불과했지만
2013년 롯데건설과 인연을 맺으면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2018년 매출은 114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롯데건설의 파트너로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반성장 대여금,
상생펀드 등의 다양한 자금지원, 파트너사
지원 프로그램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 우수파트너사, 디자인케브 김홍규 대표

To Encourage
Mutual Growth*
파트너의 경쟁력이 곧, 롯데건설의 경쟁력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파트너와 뜻을 모아 일궈낸 변화와 혁신의

파트너사

4,970
67.3%

개사

현금결제비율

결과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 우수파트너사 CEO 초청행사 중에서
동반성장아카데미

246
250

개 사/년

실무역량 교육 지원

명/년

외주구매본부 _ 이건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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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 of
Sharing*

서울지역 러브하우스

30
35
341,500
호

부산지역 러브하우스

나눌수록 커지는 롯데건설의 법칙

호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곳곳에

사랑의 연탄 나눔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장

‘꿈과 희망을 주는 러브하우스’는 건설업의 특성을
활용한 소외계층 시설 개선 활동입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도 대표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직접 연탄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 전략기획부문 _ 한태성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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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ntribution*
롯데건설은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칭그랜트 제도의
회사 지원금 비율을 상향하여
사회공헌 기금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전사 부서와 국내외 현장 임직원이 참여하는
‘샤롯데봉사단’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봉사활동 참여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봉사시간

7,648
202
1,801
1,798

시간

샤롯데봉사단

개팀

참여 임직원

명

매칭그랜트 모금액

백만 원

서울연탄은행 _ 정지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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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프로그램 참여 인원

1,528

명

2011. 11 ~ 2019. 08

남성 육아휴직 사용 누계

179

명

2017. 01 제도 시행 ~ 2019. 06

Work-Life
Balance*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롯데건설의 변화는 진행 중
롯데는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룹 여성 육아휴직 100% 사용률을 가능하게 한
자동육아휴직제도와 남성육아휴직 의무화는 국내에서
매우 선도적인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중략…
기업문화 향상을 위한 노력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롯데의 변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 롯데 가치창조문화 백서 중에서

롯데건설 경영지원본부 _ 박영민 책임, 딸 박신비

232

Employee
Welfare*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합니다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이사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고객에게도 행복이 전해진다는 경영철학으로,

동호회 수 / 회원 수

13 /440
개

명

유연근무제 사용인력 누계

5,596

명

2016. 01 제도 시행 ~ 2019. 08

“전 임직원이 일과 생활의 조화 속에서 직원과
그 가족의 행복도를 높이고, 유쾌한 일터를 조성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18 대한민국 고용친화
모범경영대상 수상 관련 언론 보도

롯데건설 농구동아리 HAMBA _ 윤덕현 대리, 권호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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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2030*
Global Leading EPC Contractor
Total Service Provider
우리는 오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사업 구조와 경영 시스템을 혁신해서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존속하고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듭시다. 똘똘 뭉쳐서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 창립 60주년 신년사 중에서

2019년 신입사원 _ 이가희, 김소연, 박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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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2
15
7%
6%

조원

수주

조원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2019년 신입사원 _ 채수빈, 표중희, 조성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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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CEO부터 각 본부 및 부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전 직원이 꿈꾸는
롯데건설의 과거와 미래상을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모여
롯데건설의 꿈이 되고, 롯데건설의 꿈은 현실로 변해 갑니다. 초일류 기업을 만드는
행복한 임직원, 도전과 열정의 역사를 만들어낸 임직원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롯데건설은 사람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Ⅳ. LOTTE E&C

Part story

CEO 대담

롯데건설 60년
그리고 미래로의 대화

참석 하석주 대표이사 사장, 김광수 주택사업본부 주택사업 2부문, 이지현 반포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현장

일시 2019년 5월 13일

장소 롯데건설 본사

LOTTE E&C History

CEO Interview

지금 이 순간에도 롯데건설인은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고 비전인 ‘Lifetime Value Creator’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촌
각 현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신입사원 김광수·이지현 사원이 하석주 사장을 만났다.
이들은 하석주 사장과 함께 롯데건설 60년 발자취를 따라 역사 산책을 즐겼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회사 성장의 자양분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지현 사원

저흰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이런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김광수 사원

오늘도 본사 건물에 걸려 있는 “60년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라고 쓰인 플랜카드를 바라봤습니다. 신입사원인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립 60년을 맞는 사장님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하석주 사장

제가 대표이사 재직 중에 회사가 창립 60주년을 맞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인적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은 것처럼 창업 100년에 이어 또 다른 60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지현 사원

<롯데건설 60년사>가 발간된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사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번 사사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나요?

하석주 사장

현재란 과거의 결과물이라고 하지요. 단순히 기념식만 치르고 넘어가서 안 되는 이유입니다. <롯데건설 60년사>가
편찬되면 롯데건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여러 난관을 슬기와 노력으로 극복한 선배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과거를 되짚어보고 반성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간다는 각오로 후배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가 오늘날에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분의 전략이나 고뇌, 각오들을 고스란히 알 수
있었겠습니까? <롯데건설 60년사>는 도전과 혁신의 기록입니다. 현재의 우리 임직원뿐 아니라 후배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용기를 북돋워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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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미래를 위한 개척
이지현 사원

사장님은 언제부터 롯데와 인연을 맺으셨나요?

하석주 사장

1983년 그룹에서 일괄적으로 모집하는 공채를 통해 입사를 했습니다. 롯데칠성 본사가 있는 이곳으로 첫 출근을
했지요. 경리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이지현 사원

우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곳에서 근무를 하셨네요.

하석주 사장

당시는 설악복지센터로 불렸죠. 공교롭게도 그해 12월 롯데건설이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근 40년 동안 본사로
삼고 있어요. 그런 통에 그룹에서 근무한 10년을 뺀 나머지 기간 동안 저는 이 건물에서만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감회가 남다르죠.

김광수 사원

그런데 어떻게 롯데건설에서 근무하시게 된 건가요? 제조업인 롯데칠성과 업의 특성이 매우 다른데….

하석주 사장

맞아요. 제조업과 건설업은 전략이나 분위기 등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건설회사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직접 발로 뛰어 수주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장이 돌아갑니다. 이 일을 반복하는 사업이지만
변수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입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제가 롯데건설에 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인연을 만든 셈이죠. 인연의 싹은 하늘이 준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싹이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잘 크도록 하는
것은 순전히 사람의 몫이랍니다. 어쩌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려는 제 의지가 롯데건설과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현 사원

본인이 선택하신 길을 꾸준히 밀고 나가셔서 대표이사까지 오르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롯데건설에 오셔서
어떤 업무를 맡으셨나요?

하석주 사장

2001년 회계부서에서 시작해 이사, 상무를 거쳐 관리본부장 등을 맡아 경영관리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공석 중인 주택본부장도 맡게 되어 수주 현장을 직접 뛰게 됐지요.
처음엔 수주 소식은 없고 손실은 자꾸 쌓여 가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주택경기가 차츰 살아나고 과감한
수주전략을 펼친 것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좋은 실적이 쌓이면서 회사가 경영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죠. 한마디로 건설업은 위기와의 싸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올바른 결정을 하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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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사원

저는 지금 수주 부서에 있는데 수주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주는 어떤 게 있나요?

하석주 사장

2017년 큰 재건축 수주전이 동시에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반포 한신 4지구, 잠실 미성크로바 2개의 수주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는 승리하고 하나는 패배했습니다만 그때
수주전에 뛰어들지 않고 그냥 주저앉았다면 이후 주택사업 추진에 많은 위축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수주 실패는
아픔이 남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 의사 결정하는 데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지현 사원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덕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석주 사장

미래를 내다보는 바른 안목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통찰력은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불확실성 시대의
생존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표이사에 선임된 뒤 엑셀 프로그램에 표를 만들어 전임 사장님들의
장점을 새겨 넣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의 경영능력과 장점을 좇기 위해서였죠. 특히 신격호 명예회장을
참경영자의 표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혈혈단신 대한해협을 건너가 일본에서 사업을 크게 일구시고 다시 조국에
지금의 롯데라는 큰 그룹을 건설했습니다.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에 계신 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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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강한 롯데건설만의 DNA
김광수 사원

현재 롯데건설의 조직은 사업본부제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본부별 발전과정과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석주 사장

우리 회사는 2005년 이후 줄곧 사업본부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업본부는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장점을 지닌
조직체입니다. 내부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모든 사업본부가 동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점에서
각 사업본부의 성장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롯데건설의 모태는 토목전문회사였습니다. 더 큰 토목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국내에서
성장의 모멘텀을 가져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정된 건설시장과 치열한 가격 경쟁이 이뤄지면서 일감이 많이 줄고
있는 실정이지요. 해외시장 진출을 강화하는게 숙제입니다.
이창배 사장님 시절에 플랜트사업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발주 물량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재무적으로 어려워 투자 여력이 없고 준비가 덜 됐던 것이죠. 이후 지속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다가 이번에 대형 플랜트공사인 HPC와 LINE 프로젝트의 수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플랜트사업부문은 우리 회사가 키워야 할 중요한 전략사업으로서 인력투입 및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건축사업본부입니다. 공사 대부분이 마트, 백화점, 호텔 등으로 계열사 발주 물량이 컸습니다.
롯데월드타워를 정점으로 공사 물량이 줄어 현재에는 외주 물량 수주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요. 건축사업 수주
역시 치열해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앞으로 롯데월드타워에서 쌓은 노하우, 기술, 경험 등을 살려 초고층 등
수주활동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주택사업본부은 참으로 부침이 많았습니다. IMF 한파 직후 고급 브랜드 전략이 성공을 거둬 지금의 바탕이
됐습니다. 그때 많이 성장을 했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의 비바람은 피하지 못해 그때 손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수년 내 주택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정책과 맞물려 침체 국면에
이르고 있어 새 위기에 직면해 있는 처지입니다. 다시 한 번 열정과 도전정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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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사원

앞으로도 상황이 무척 어렵겠군요? 그렇다면 우리 롯데건설은 어떤 성장전략을 펴야 하는 건지요?

하석주 사장

우리 롯데건설인은 태생적으로 위기에 강한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간 롯데건설인들은 수많은 위기에 직면했고
그때마다 정면 승부를 걸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 강인한 모습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잘 보여줬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쳤고 사내에 워룸(War Room)을 설치하는 등

롯데건설은 현재에서 다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내시장은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고 가격경쟁이 날로 치열해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되살려 해외 진출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롯데월드타워를
지은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장착하고 해외시장으로 나아가 국내 Top5에 꼽히는 건설사로 성장해야
합니다.

LOTTE E&C History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갔습니다.

직원 행복해야 기업도 성장
이지현 사원

완공된 롯데월드타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국민의 마음속에도 초고층을 쌓았다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회사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하석주 사장

솔직히 아직 우리 롯데건설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완공까지
걸린 30년 세월을 되돌려 볼 때 우리 기술과 자본으로 당당하게 추진했지만 국민 여론은 예상 밖으로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되겠지, 우리만 떳떳하고 반듯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직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롯데건설이 되려면 직원이 발전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직원이 행복하면
고객도 행복해질 겁니다.

김광수 사원

마지막으로 저희 직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석주 사장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하냐구요?
최종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건설업은 열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죠.
굳은 의지, 목표와 열정이 있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솔선수범하고 자기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 국면에서 필요한 결단력을 내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라는 말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의 유묵(遺墨)으로 유명해진 논어의
문장입니다만, ‘이로움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쳐라’ 하는 뜻입니다. 목숨을 걸고
맡은 업무에 임한다면 못해낼 일이 있겠습니까?

김광수·이지현 사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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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부문

LOTTE E&C History

롯데건설의
살아있는 이야기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다
우리 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가?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꿈꾸는 미래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전략기획 부문 직원들이다. 롯데건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토론하고, 전략을 세우고, 집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전략기획은 롯데건설의 헤드쿼터
전략기획은 롯데건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조직입니다. 과거 역
사에서 교훈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곳입니다.”
오기종 전무의 이야기처럼 전략기획 부문은 롯데건설 60년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한다. 1978년 롯데그룹이 평화건업을 인수한 직후부터 전략기획 부문
은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했다. CEO 직속 기구로 자리하며 IMF외환위기, 글
로벌 금융위기 등 급박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위기의 순간을 넘어 매출 6조 원의 새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전략기획 부문

은 100년 롯데건설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세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전략기획 부문은 기획팀, 사업관리팀, 미래혁신팀, 정보화추진단, 영
남지사, 대북사업 TF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롯데건설이 그룹의 화학
BU에 편제됨에 따라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재편에 주력
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미래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전략기획
부문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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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더리버사이드호텔 내 중식당

60년 역사, 변곡점을 논하다
이지은 책임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회사 60년 역사 중 터
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을 뽑자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오기종 전무

첫 번째는 롯데그룹의 평화건업 인수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평
화건업은 해외진출 사업에 실패한 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
었지요. 다음은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 런칭입니다. 주택사업
은 물론 회사가 급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병관 상무

를 회복하는데 10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롯데건설이
위기극복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뭉쳐 위기를 이겨냈어요.
이원직 수석

저는 2005년에 도입된 사업본부제도 매우 중요한 변화였다고
봅니다. 그때를 계기로 대규모 기업에 맞는 본부 중심의 조직
문화가 확립되었죠. 특히 책임경영, 자율경영이 확립되는 질
적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충열 단장

업무처리의 큰 변곡점은 정보화 추진에 있었다고 봅니다. 먼
저 2002년 전자조달 시스템과2005년 전자결재 시스템이 구축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LENCIS가 개발, 적용되었죠. 이러
한 정보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업무체계에 큰 변화가 시작
되었죠. 대면보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고 각종 데이터들이 총
합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최연귀 수석

롯데월드타워 건설도 중요한 역사적 기점이라고 봅니다. 초고
층 타워 완공은 우리의 시공 능력을 보여준 기회가 되었습니
다. 우리 회사 위상을 드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
각합니다.

위기극복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두 차례였다고 생각됩니다. 1997년 IMF와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IMF 때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건설사에 비해 슬기롭게 위기를 이
겨냈지요. 하지만 2008년 때는 회사 규모도 커진 데다가 많은
투자가 진행되는 중이었죠. 사업 손실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에서 배우고 위기에서 새로워지다
이지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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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복과정에 대한
교훈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특히 전략기획 부문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병관 상무

최연귀 수석

오기종 전무

당시 건설업계 전체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예
외가 아니었어요. 회사 매출이 1조 원에서 4조 원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이었기에 대규모 투자, 대단위 사업이 많이 진
행되는 중이었죠. 공모형 PF사업, 미착공 악화예상사업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공모형 PF사업은 조 단 위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았죠. 막대한 손실
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리스크 관리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자산유동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리조트 사업, 주택 미착공 악화 예상사업, 공사중
단사업, 공모형 PF사업, 장기보유 비유동성 자산 등을 지속적
으로 관리했어요.

이지은 책임

전략기획 부문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정보시스템입니다. 우
리 회사의 특장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보시스템의
발전상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충열 단장

우리 회사 정보시스템의 출발은 1993년입니다. 경리부 산하에
전산실이 발족된 것이 그 시초였지요. 물론 지금과 비교하면 초
보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인사, 경리, 자재, 분양 등 일반관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어요. 큰 변화는 199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각사의 전산실이 롯데정보통신에 통합되었죠.
이후 2004년에 기획조정실 전략기획팀 IT담당을 신설하면서 지
금과 같은 조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원직 수석

타 건설회사 시스템과 비교해도 상당히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주요 성과로는 1997년 이메일 시스템, 2000년 롯데캐
슬 홈페이지, 2002년 전자조달시스템, 2005년 전자결재 시스
템, 2007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지은 책임

2010년대에는 발전이 가속화되었죠. 2010년에 도입된 전자세
금계산서 시스템, 모바일 홈네트워크시스템 등이 그것입니다.
2011년 통합고객센터 재해복구센터 구축도 우수 성과였죠.

서충열 단장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2006년에 발족된 정보화추진단
덕분입니다. 이후 차세대 정보시스템인 LENCIS가 2007년에
오픈되었죠. 정보화추진단은 2017년 재발족되었고 이들의 노
력으로 2019년 LENCIS 4.0이 탄생한 겁니다.

당시 전략기획 뿐만 아니라 전 임직원들의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워룸이라는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비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이었죠. 이들은 매월 전사 리스크
관리상황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재무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습
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때 입은 손실을 이제야 마무리
했습니다. 롯데건설 전 임직원들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LOTTE E&C History

지식, 정보, 시스템으로 일하기

세계를 보다, 미래를 향하다
이지은 책임

많은 롯데건설인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일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비전과 전략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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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직 수석

이병관 상무

비전 및 전략 수립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는 미래를 예
측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VISION 2010, VISION
2015, VISION 2018과 같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회사 전 사업에 대하여 중장기 전략 2028을 수립
하여 회사의 미래상을 제시하였고 올해는 이를 더욱 Upgrade
한 VISION 2030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크고 명확한 방향성은 해외사업일 것입니다. 올해부터
준비 중인 인니 라인프로젝트는 플랜트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전체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초석을 다지

고 있는 해외주택사업을 비롯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토목
사업, 초고층 기술 등 경쟁력을 갖춘 건축 분야에 이르기까지
향후 5년, 10년 뒤 우리의 무대는 세계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오기종 전무

창립 60년, 올해 우리는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웠
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집약되어 있다고 봅니다.
더딜지언정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 모두 한 걸음 한 걸
음 전진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세계와 미래를 향해 전진
하는 롯데건설인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부문
Strategic Planning Division

오기종 전무, 이병관 상무, 서충열 단장, 이원직 수석, 최연귀 수석, 이지은 책임

MANAGEMENT SUPPORT DIVISION

경영지원본부

LOTTE E&C History

롯데건설의
살아있는 이야기

100% 성공을 지원하는 2%의 힘
롯데건설 전체 임직원은 3,100여 명에 달한다. 그중 70여 명이 지원본부 소속이다. 비율로 본다면 2% 남짓에 불과하다.
적은 인원이지만 경영지원본부의 역할은 작지 않다. 인사, 재경, 준법, 홍보, 비상계획 등 보이지 않아도 조직을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을 수행한다. 인원은 적어도 울림은 커다란 조직, 바로 경영지원본부다.

회사 경영을 원활하게 만드는 윤활유 조직
롯데건설에는 떡 파티가 자주 열린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사업부서에
서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떡을 돌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Company’란 그
런 것이다. ‘함께(com-) 빵(pan)을 먹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를 관용적인
우리말로 표현하면 ‘한솥밥 먹는 식구’이다.
떡을 돌리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양념’을 준비해서 맛의
100%를 채워주는 곳이 있다. 롯데건설의 경영지원본부이다.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재경’ 부문, 인재육성과 사내복지 등을 담당하는 ‘인사’ 부문, 법률
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준법경영’ 부문, 롯데건설의 지향점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홍보’ 부문이 모두 경영지원본부를 구성하는 조직이다.
“쉽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경영지원본부에서 수행됩니다. 그
래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회사 경영을 원활하게
만드는 윤활유 같은 역할이지요”
이부용 본부장의 이야기다. 지난 60년 숱한 위기를 이겨냈던 교훈을 돌아보
고 좋은 회사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경영지원본부 임직원들의 좌담회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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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upport Division
참석 이부용 경영지원본부장, 안재홍 인사부문장, 박영천 준법경영부문장, 고용주 홍보부문장, 김태완 재경부문장, 홍종수 자금팀장, 최정주 복지팀장, 성진섭 법무팀장, 변정규 인사팀장, 박영민 책임, 이슬비 대리, 강수근 사원
일시 2019년 4월 30일 오전 10시

장소 본사 4층 대회의실

롯데건설의 위기극복 DNA
이부용 본부장

안재홍 인사부문장

김태완 재경부문장

고용주 홍보부문장

60년이라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랑스러운 성과도 많았
지만 위기를 극복했던 일들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재경이나
인사, 준법 등 경영지원본부 특성상 위기 때 중요한 역할을 해
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다른 건설사들은 ‘위기’하면 IMF를 떠올리겠지만 롯데건설은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 회사는 그 시기에 성장했으니까요. 하
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한 일도 있었고 금
모으기 운동처럼 스스로 진행했던 일도 있었어요. 위기일수록
단결하는 DNA 같은 게 있다고 봅니다.
롯데그룹만이 갖고 있는 ‘책임’과 ‘신뢰’라는 정신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롯데기공’을 정리할 때 우리 회사도 힘들었
지만 인력들을 승계 받았던 게 단적인 예입니다. 임직원 모두
가 단결하는 배경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였다
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하더군요.
홍종수 자금팀장

국내외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전반적으로 건설업계의 미분
양 사업장이 크게 늘었죠. 이런 영향으로 건설사들의 자금조
달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금리도 두 배 가까이 치솟았는데
도 자금을 빌릴 곳이 없었어요. 당시 자금팀 직원이 8명이었는
데 매일매일 수금액과 입금일을 정리한 자금판을 부착하고 ‘일
단위’로 자금계획을 세웠죠,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김태완 재경부문장

롯데그룹의 증자, 그리고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위기극복
의 원동력이었어요. 당시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롯데기공
인수였죠. 위기에 빠진 롯데기공 건설 부분을 인수하는데 많
은 검토가 이뤄졌죠.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부용 본부장

돌이켜보면 참 대단한 결정이었어요, 다른 그룹이라면 그냥
퇴출시켰을 텐데 우리 그룹은 달랐죠. 결국 피해는 고객들이
입게 되니까요. 당시 회장님께서 ‘고객에 대한 신뢰를 지키라’
고 하셨고, 우리도 증자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IMF 위기 직후 아파트 재건축 시장 수주 시점을 생각하면 감동
적이었죠. 당시 주택뿐만이 아니라 회사 전 직원들이 두 팔 걷
고 수주전에 뛰어들었어요. 현대-대림 컨소시엄 같은 강자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 된 단결, 그리고 사업 추
진을 위한 탄탄한 재무구조 등 그룹의 뒷받침 덕분이었습니다.

인사, employment 정신구현과 인재에 대한 미래투자
안재홍 인사부문장

재경, 글로벌 금융위기를 헌신적인 직원과
그룹의 도움으로 극복
강수근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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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정책만 보더라도 롯데와 롯데건설의 문화를 알 수 있습
니다. 우리 회사는 위기 때에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
았어요. 오히려 단합을 강조했어요. 2007년이나, 2012년,
2014년에는 전 직원 단합대회인 한마음 전진대회를 열어 ‘다
함께’ 위기를 이겨내자는 의지를 굳게 다졌지요.

사장님께서 그룹 강연 시 원고에도 없는 말씀을 즉흥적으로
하신 적이 있어요. ‘롯데건설은 위기를 직원이나, 후대에 떠넘
긴 적이 없다’는 말씀이셨죠. 그 여운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 점이 회장님의 인사 철학과 일맥상통한 점이라고 봐요. 회
장님은 늘 employment, 즉 고용 안정성을 강조하십니다. 이
러한 DNA가 내재화되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인사문화가 형성
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인사에서는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러한 정신과 문화거든요.

이부용 본부장

요. 이전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리스크 방지나 분쟁 해결
을 위한 내용이 많지 않았어요. 일이 되게끔 하는 게 우선이라
고 본 거죠. 그러나 그 시점을 계기로 내부적인 반성이 많았어
요. 계약이라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차원이 되
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이후 대비 차원의 법적 검토가 많이 이
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롯데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컴
플라이언스 측면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슬비 대리

인사도, 재무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의 성과도 중요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위기극복의
DNA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위기는 늘 가까이 있습니
다. 그럴 때에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 투자하는 것, 이
런 것들이 누적될 때 우리의 DNA가 되는 거죠.

LOTTE E&C History

변정규 인사팀장

컴플라이언스팀 신설 이유는, 규제환경도 변했고 윤리적 이미
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이제는 사전에 또한 일상
적으로 법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임직원의 법 위반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방지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홍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롯데건설을 대변
준법경영, 지키는 ‘법’을 넘어서는 시대정신 추구
강수근 사원

사실 같은 지원본부에 있으면서도 이질적이라고 느껴지는 곳
이 준법경영부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부용 본부장

우리 준법경영이야말로 음지에서 일하는 곳이죠. 준법경영부
문은 원래 기획조정실 내에 법무과로 있다가 경영지원본부에
편입되었어요, 지금은 변호사들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천 준법경영부문장

갈수록 준법경영은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법을 도외
시해서는 경영할 수 없을 정도로 준법적 요소가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된 겁니다. 이제는 법을 지키는 차원으로 경영하면 안
됩니다. 보다 강한 윤리의식을 갖고 법보다 강한 가이드라인
을 준수해야 합니다. 준법경영은 그런 점을 고려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섭 법무팀장

준법경영부문이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것은 2008년 전후였어

이부용 본부장

준법경영만큼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곳이 홍보부문입니
다. 사실 우리 회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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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책임

고용주 홍보부문장

홍보는 거시적인 시각 아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 경영
은 매우 복잡하므로 대외 홍보 활동을 할 때 그것이 미치는 파
급효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직접 매출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만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홍보업무도 사업 수주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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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주 복지팀장

다른 회사 정책을 유심히 보고 있지만, 정말 최고 수준입니다.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2015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았는데, 심사위원들 모두가 엄지손가락을 치
켜들었죠. 특히 ‘가족친화 프로그램’이 매우 독창적인 제도라
는 평가였어요, 이 프로그램은 가족 동반 1박 2일 여행비용을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밖에도 입사에서
퇴직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Life-time 복지제도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출산축하금 지원 등
은 타사가 모두 부러워하는 부분이죠.

이부용 본부장

올해 특강 때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좋은 회사란 어
떤 것인가? ‘바로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싶은 회사, 입사해보니
더 일해보고 싶은 회사, 거기에 더해 오래 다닐수록 보람과 가
치를 느끼는 회사’라는 말씀이셨죠. 너무 가슴에 와 닿았던 말
입니다.

홍보부문의 변화도 크죠. 롯데월드타워 준공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전통적인 언론 환경에 주안점을 두
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홍보 채널이 워낙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중입니다. 사실 회사 방침상 우리
의 장점을 알리기보다는 드러내지 않았던 적이 많아요. 이제
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
이부용 본부장

능해요. 회사 앞에는 최고 수준의 보육시설도 있어요. 지금 아
홉 어린이가 있는데 선생님은 다섯 분이나 됩니다.

사내복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까요?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예전에는 열악했어요. 원가절감을 위해 에어
컨이나 선풍기도 사용하지 않고 러닝셔츠 바람으로 일한 적도
있었죠.

김태완 재경부문장

웃지 못할 일이 많았죠. 제 정장 바지는 기운 흔적이 많았습니
다. 철제책상 모서리에 걸리는 바람에 자주 찢겨나가곤 했죠.

안재홍 인사부문장

요즘 복지정책은 최고 수준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남성, 여
성할 것 없이 육아휴직이 의무화되어 있죠. 1달은 무조건 의무
적으로 쉬어야 하고, 남성은 1년, 여성은 2년까지도 휴직이 가

우리 경영지원본부는 음지에서 양지를 추구하는 조직이지만
그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해야 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향후
100년 롯데건설의 기반이 되도록 우리 본부 직원들 모두 윤활
유 같은 역할을 해나갑시다.

경영지원본부
Management Support Division

이부용 경영지원본부장, 안재홍 인사부문장, 박영천 준법경영부문장,
고용주 홍보부문장, 김태완 재경부문장, 홍종수 자금팀장, 최정주 복지팀장,
성진섭 법무팀장, 변정규 인사팀장, 박영민 책임, 이슬비 대리, 강수근 사원

CIVIL ENGINEERING DIVISION

토목사업본부

LOTTE E&C History

롯데건설의
살아있는 이야기

롯데건설의 토대를 닦은 60년, 미래를 향한 새로운 다짐
토목사업은 건설의 기초이자 기반이다. 그리고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다.
롯데건설 토목사업본부도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우는 토대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한 세대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지금, 본부 임직원들의 다짐은 한결 같다.
“롯데건설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자!”

열정과 도전, 새로운 미래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강남순환 도시고
속도로, 방화대교, 광안대교, 서울 및 부산 지하철, 삽교천 방조제 등 수많
은 도로와 교량들은 대한민국 대표 토목구조물이자 롯데건설 토목사업의 대
표 성과들이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지형을 바꾼 사업들
이다. 고속도로와 교량 건설로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간척사업으
로 영토를 넓혔다. 우리나라 국토개발로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것
이다. 임영균 본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곳에 길을 닦고 다리를 세워 삶의 터전을 만드는 동안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
다. 하지만 여러 선배님들과 임직원들의 '열정과 도전'의 정신으로 자랑스러
운 롯데건설 토목사업본부를 만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략을
세워 100년 기업의 기반이 되고자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 선 토목사업본부 임직원들이 ‘열정과 도전’의 역사
와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평화건업 창립 때부터 토목사업은 회사의 기반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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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4월 16일 오후 2시

장소 토목사업본부 본부장실

사투 끝에 대한민국의 새 지형을 만들어내다
강은비 대리
임영균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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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토목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토목사업은 평화건업의 핵심이었죠.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
부터 수많은 도로와 지하철 등 대형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지요. 이러한 시공능력으로 해외로 진출하여 사우디아
라비아 61-B 도로공사까지 진행하였죠.

김성근 상무

 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979년 10월 26일 준공식
초
이 열린 삽교천 방조제공사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박정희 대통
령의 마지막 행사로 기억되고 있지만, 기록만 봐도 대단한 규
모의 공사였습니다. 총연장 3.36㎞ 방조제를 건설하여 인공
담수호를 조성하고 주변에 생활, 농업, 공업용수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당시 최대 규모 간척사업이었습니다.

임영균 본부장

 규모의 현장이었던 만큼 일화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 중
큰
뻘 위에 매트리스를 설치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
에 남는군요. 만조 때에는 작업을 할 수 없어 물때에 맞춰 인
부들을 수송선으로 나르며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무릎까지 바닷물이 차올라도 배는 오지 않고 무전을 쳐도
답변이 없었다고 해요. 다들 절망에 빠졌을 때 측량 설치용 말
뚝이 눈에 들어왔고, 다들 거기에 매달려 사투를 벌였다고 하
더군요. 천운이었는지 조리 때라 바닷물은 많이 차오르지 않
았고 뒤늦게 도착한 배에 올라 무사히 귀환했다고 합니다. 이
렇게 초창기에는 전쟁같은 일들이 많았지만, 이런 일들이 재
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계속 보완해 왔지요.

현장에 열정을 심어 준공을 맛보다
김환철 책임

본부장님은 1987년 입사 이후 절반 이상을 현장에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좋은 결과를 낸 사례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임영균 본부장

부산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222공구가 가장 기억에 남는군요.
첫 현장인 데다가 롯데백화점, 롯데호텔과 연결되는 공사여서
그룹의 관심도 아주 큰 현장이었죠. 게다가 우리 공구인 서면
역은 기존 1호선과 신설 2호선이 만나는 최초 환승역으로 심
도가 깊어 공기 단축을 위해 국내 지하철 최초로 Top-down
공법으로 시공하였죠. 그리고 서면 교차로는 부산에서 가장
교통이 복잡한 곳으로 공사 기간 내내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자, 경찰서와 늘 협의했고 스무 차례나 넘게 차선을 우회하며
공사를 진행했죠. 도심지 공사로 안전에 대한 긴장감을 놓을
수 없어 현장에 살다시피 해서 그런지, 하루는 저녁 10시 경에
퇴근했더니 아내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고 깜짝 놀라더
군요. 밤에 사무실에 들어와 난동부리는 취객들도 많아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1998년에 성공적으로 공사를 끝냈
고, 1년 뒤에는 우수 건설업자 표창도 받아 뿌듯했지요.

김성근 상무

 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
저
다. 민자사업 구간 중 저희 회사가 5공구를 담당하였는데, 수
락산 터널공사가 가장 난제였습니다.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극
심하게 반대하며 현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무작정 공사를 추
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
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공사를 반대하는 단체들
을 설득하느라 참 힘이 들었습니다. 휴일이나 휴가도 반납해
가며 일한 결과 2006년 6월 성공적으로 공사를 끝낼 수 있었

━
부산지하철 2호선 222공구

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쉬고, 못 쉬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
간 내 못 끝내면 회사에 손실이 크다는 걱정이 더 앞섰던 거 같
습니다. 요즘과 같은 워라벨 기조와는 배치되지만 무사히 공사
를 마쳤을 때의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고, 회사의 성장에
일조했다는 자긍심도 생겼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입찰 전선에서 승리하다
강병근 수석

저는 입찰부서에 오래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10년 7월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공사 16개 공구 중 5개
를 수주했을 때와 2013년 5월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공사
1공구를 수주했을 때입니다.

임영균 본부장

둘 다 우리에겐 의미가 큰 수주였습니다. 상주-영덕 고속도
로 건설공사인 경우 타사가 보유하고 있던 일괄수주 4개 기록
을 넘어선 거였죠. 우리가 맡은 5개 공구 연장이 34.9㎞로 전
체 연장 107.6㎞의 32%가 넘었어요. 그리고 화도-양평 고속
도로 건설공사 1공구는 턴키 입찰에서 기존 메이저사들을 이
기고 따낸 값진 결과였지요.

강병근 수석

고속도로공사는 여러 개로 분할하여 발주하지만 대개 하루에
입찰을 마무리합니다. 입찰 시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기 때
문에 입찰이 끝날 때까지 초긴장 상태로 밤낮을 보냅니다. 입
찰결과가 좋더라도 심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되기
전까지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결과가 너무 좋
아 입찰 결과 발표 후 정신없이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임영균 본부장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건설사
들이 참 많이 힘들었었죠. 하지만 예산견적부문이 2009년과
2010년 연이어 5,000억 원이 넘는 공공공사를 수주하며, 토
목사업본부는 오히려 현장관리자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였습
니다. 회사의 위기 시 한 몫을 해낸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100년 롯데건설의 초석이 되다
강은비 대리

여러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고 나니 롯데건설 직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롯데건
설은 미래의 선도 기업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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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그 중 여성인재 정책이 참 좋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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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균 본부장

저희가 한남대교 확장공사를 비주관사로 참여하여 공동도급회
의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공무팀장이 여성분이셔서 많이 놀
랐어요. 당시만 해도 토목현장은 남성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
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 그룹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도 여성인재 육성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요.

강은비 대리

솔직히 입사 전부터 건설사라 남성 비율이 상당히 높아 걱정
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복장으로 출근해야 할지도 고민
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생활하는데 남자 동기들과 동등하게
대우해주셔서 문제없이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으로
서 결혼 후 고민인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제도도 많아, 커리어 단절 없이 경력을 쌓을 수 있어 좋습니
다. 그렇기에 입사 후 지금까지 입찰 업무 경험만 했지만 회사
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현장경험도 쌓고 싶습니다. 그러
기 위해서 토목사업본부에 많은 현장이 생길 수 있도록 현재
직무에서 더욱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
부의 미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임영균 본부장

돌이켜 보면 수많은 위기 속에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
은 사업의 다각화와 우수한 인재였다고 봅니다. 2009년 해
외, 2011년 환경, 2016년 설계 전담부서 신설로 큰 효과
를 보았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우선 종합심사/적격심사
를 비롯한 일반 외주공사에 지속 참여하며 민자와 턴키 분
야에서 대형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환경사업은 국
내실적을 꾸준히 쌓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로 진출
하고 폐자원 에너지화 등 다양한 업역으로도 진출할 예정
이구요. 특히 해외는 유관 부서와 협업하여 이미 진출한 베
트남을 거점 삼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사업영역
을 확대해 나가며, 현재 수행중인 파키스탄 수력발전 공사
경험을 바탕으로 민자 수력발전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 꿈은 하나입니다. 후배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크고
안전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봐 주세요.
롯데건설의 100년의 든든한 초석이 되겠습니다.

토목사업본부
Civil Engineering Division

임영균 토목사업본부장, 김성근 상무, 강병근 수석, 김환철 책임, 강은비 대리

PLANT DIVISION

플랜트사업본부

LOTTE E&C History

롯데건설의
살아있는 이야기

하모니의 종합예술, 롯데건설 플랜트
토목, 건축, 기계, 화공, 전기, 계장, 관리… 롯데건설 플랜트사업본부의 업무 영역이다.
기계나 화공, 전기, 계장 등은 다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다양한 직종, 직군의 인력들이 조화를 이룰 때
플랜트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주저 없이 플랜트사업본부 직원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특성은 조화에 있습니다.”

다양한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화합의 문화’
최상위권의 폴리프로필렌(PP) 설비 분야, 국내 유일의 코크스공장 건설, 롯
데건설 플랜트사업본부를 상징하는 수식어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
러난 모습에 불과하다. 롯데건설 플랜트사업의 최고 경쟁력은 단합된 문화
에 있다. 나동헌 본부장의 말이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서로간의 화합과 조화를 추구하는 리더십,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더 높이는 과정, 이런 요소들이 총합되면서 오늘날 롯
데건설 플랜트사업본부만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플랜트사업
본부 직원들은 당당하게 말한다.

“우리 본부에는 거의 전 직종의 엔지니어들이 다 모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모
두가 전문직종이다 보니 개인 역량은 물론, 조직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
다. 다른 어떤 회사보다 ‘소통과 융합의 문화’가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랜트는 종합예술입니다. 우리 사업부는 화합과 하모니를 통해 종합예술
을 구현하는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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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Division
참석 나동헌 플랜트사업본부장, 이남구 수석, 허재영 책임, 이학근 책임, 신은기 책임

일시 2019년 4월 15일 오후 1시 30분

장소 롯데건설 본사 대회의실

포항제철에서 인도네시아 LINE 프로젝트까지
나동헌 본부장

플랜트사업본부는 2005년 롯데건설이 사업본부제를 시행하면
서 탄생했습니다만, 플랜트사업을 시행한 역사는 아주 오래전
의 일입니다. 1970년대 평화건업 시절부터였지요. 기록을 보
면 1970년대, 1980년대에도 많은 플랜트 공사가 있었습니다.
롯데그룹이 평화건업을 인수할 즈음 호남석유화학도 그룹으로
편입되었죠. 자연히 호남석유화학 공장에 필요한 설비라든가
부분 공사를 롯데건설이 담당했어요. 그때에는 플랜트사업팀
이 토목사업본부 안에 하나의 팀으로 있었습니다.

이남구 수석

부문별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최근에는 화공 플랜트 상황이 아
주 좋습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우리 회사도 어려움이 많았습
니다. 실적이 중요한 분야다 보니 진입장벽이 매우 높았지요.
특히 설계가 매우 중요해서 토목이나 건축 역량만 갖고 있는
건설사들은 아예 참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플랜트
사업본부 직원의 절반가량이 설계 인력이지요. 우리 회사는
그룹 계열사 실적도 많고 설계 능력도 우수해서 1군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남구 수석

 출이나 인력은 많지 않았지만 그때에도 기술력은 우수했습
매
니다. 포항제철과 광양제철 코크스공장, 소결공사 등을 도맡
아 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기술과 실적을 보유한 셈입니다.

나동헌 본부장

나동헌 본부장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플랜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된 것은 아무래도 2005
년 플랜트사업본부의 신설입니다. 이전까지는 매출액이 연간
1,000억 원 규모였고 인원은 90명 내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은 인력만 500~600명 내외이며 매출도 1조 원을 바라보는 상
황입니다. 사업 조직도 화공산업플랜트 부문, 발전그린에너지
부문, 플랜트 ENG 부문, EPC Control 부문, 해외플랜트 부문으
로 크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공 플랜트는 최근 대형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화
LINE프로젝트나 현대케미칼 HPC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기 위
해 지금 많은 인력도 충원하는 중입니다. 올해 7월까지 133명
이 충원되었으며, 2020년까지 306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
니다.

이학근 책임

발전그린에너지 부문은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룹
공사가 없고 모두가 투자사업, 수주사업에 국한되어 있습니
다. 고객도 한전 자회사와 발전사, 지역난방공사 등으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의 노력 덕분에 대형 실적은 매우 많습
니다. 청라김포집단에너지, 대구집단에너지, 충남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이 대표적이지요. 국내 건설사 가운데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5개 사로 평가받고 있어요.

나동헌 본부장

 대 메이저라는 점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2001년 이후 거의
5
10년 동안 발전그린에너지 부문은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
다. IMF외환위기 이후 관련 사업이 거의 없었어요. 2007년 판
교 열병합 발전소 사업 이후 불과 10년 만에 5대 메이저 기업

허영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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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업군이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성과

정말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롯데건설 60년이 되는 올해에
는 인도네시아 LINE프로젝트, 대산 현대케미칼 HPC프로젝트
등 대규모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더 큰
도약이 있을 겁니다.

이 된 겁니다. 단기간에 다른 건설회사들에 비해 급격하게 성
장한 겁니다.
허재영 책임

산업플랜트 역사도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포스코의 광양제철
소 코크스공장, 현대제철 코크스공장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
가 힘들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롯데마트 오
산물류센터, 롯데주류의 B프로젝트, 롯데푸드 천안공장, 롯데
칠성 맥주 1, 2공장 등을 건설했습니다. 특히 롯데푸드 천안공
장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공장이고, 롯데칠성
맥주 1, 2공장은 일괄 EPC로 수행 했습니다.

나동헌 본부장

해외 실적도 많습니다. 인도 뉴델리와 첸나이, 파키스탄과 러
시아 등 총 4개 국에 롯데제과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인도네시
아에서는 모두 외주공사로 한국타이어 공장, 일본 Asahimas
발주처인 ASC Project, 인도네시아 국영발전청 PLN이 발주
처인 그라띠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였고, 현재 리아우
발전소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신뢰, 열정, 기술의 하모니
나동헌 본부장

각 부문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유는 ‘신뢰’ 때문이 아
닌가 싶어요. 인도네시아에 건설한 그라띠 발전소가 대표적
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2015년에 수주전이 매우 치열했습니
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일을 수주하고 계약하러 갔을 때, 인
도네시아 국영전력청 관계자들이 솔직한 말을 하더군요. “사
실 롯데건설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외
국에서는 이름이 덜 알려져 있다 보니 걱정이 많았던 모양입
니다. 기술점수에서 1등을 했지만 여전히 불안해 했습니다. 하
지만 2018년 말에 완공하고 찾아갔더니 “기간 안에 훌륭한 작
품을 남겨 주어서 고맙다”며 계속 사업을 함께 하자고 하더군
요. 수주 이익률도 지키면서 기간 내 완공을 했으니 관계자들
모두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남구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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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롯데백화점, 쇼핑, 마트, 제과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
래서인지 입찰신청서를 내면 갸웃댑니다. “롯데가 건설업도 하
느냐?”고 묻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실적을 보고 나면 “그렇
게 역량 있는 회사였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인지도가 높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신은기 책임

처음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롯데에 다닌다”고 말하면 “마트
직원이군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롯데하면 마트와 건
설을 떠올릴 만큼 인정받고 있습니다.

허영재 책임

플랜트 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외국에서 롯데건설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롯데제과 러시아공장 폐수처리장 공사 때도 흥미
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장 인근에 국내 1위 건설사
도 우리와 유사한 규모의 폐수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
다. 묘하게 우리 회사 법인장과 경쟁사 법인장 사이에 경쟁이
붙었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곳이었는데 우리보다 빨리
끝내겠다 하였으나 나중에 보니 우리가 철수한 이후에도 여전
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더군요. 우리는 각종 건설공법을 연구
하고 적용한 반면 경쟁사는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 같아요. 경
쟁 법인장님께서 머쓱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은
폐수처리장은 친환경 최신공법으로 소문나 러시아 TV방송에
소개까지 되었습니다.

플랜트, 롯데건설의 미래
나동헌 본부장

신은기 책임
나동헌 본부장

롯데건설 플랜트사업이 급성장하게 된 이유는 직원들의 열정
과 화합 덕분입니다. 본부장으로 취임했을 때, 제가 가장 강조
한 것은 ‘소통과 융합의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수한 작품이 나오고 성과도 높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본
부는 적극적인 토론을 거친 다음 의사결정을 합니다. 토론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나이, 직급, 경력에 상관없
이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단지 직
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섰을 때, 뒤이어 따라올 후배들은 더 자
긍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의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플랜트 시장의 글로벌 경기를 보면,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플랜트 사업의 핵심인 설계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우수
인재들을 영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4년부터 시작했던 학습
조직을 더 활성화해서 직원들 모두가 최고의 역량을 가진 전
문가가 되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롯데건설의 미래는 플랜트
에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의 힘, 자유로운 의사소통
이 만들어내는 하모니, 이러한 특성으로 10년 후에는 더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 그
대로 다시 한 번 나아가겠습니다.

플랜트사업본부
Plant Division

나동헌 플랜트사업본부장, 이남구 수석, 허재영 책임, 이학근 책임, 신은기 책임

ARCHITECTURE DIVISION

건축사업본부

LOTTE E&C History

롯데건설의
살아있는 이야기

도전, 열정… 어떤 장애물도 넘어서는 ‘돌격’ 정신
롯데건설 건축사업본부에는 독특한 구호가 하나 있다. 조회나 회식을 할 때 반드시 시작되는 구호다.
바로 ‘건축사업본부 닥공’이다. 그간 건축사업본부가 돌파해낸 프로젝트를 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국내 유일의 초고층 신화를 창조했던 ‘롯데월드타워’가 단적인 사례다. 오찬을 겸한 좌담회도 단결된 구호로 시작됐다.
“건축사업본부 닥공!”

선배 임직원들로부터 내려온 ‘돌격 정신’의 힘
롯데건설 건축사업은 평화건업부터 시작된 60년 성장사와 그 궤를 함께 한
다. 그간 롯데건설 건축사업본부는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을 수없
이 창조해냈다. 아시아 최대였던 소공동 호텔롯데, 잠실벌의 대역사 롯데월
드, 대구민자역사와 영등포 민자역사, 그리고 국내 유일의 초고층건축물 롯
데월드타워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거명하기도 힘들 정도다. 그 배경에는 선
배들로부터 이어온 강력한 돌격 정신이 있다.

“현장을 중시하는 문화, 어떤 장애물도 반드시 이겨낸다는 정신… 그 두 가
지가 건축사업본부의 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틀을
다진 선배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 정신을 따
라할 뿐입니다. 건축사업본부의 모든 공은 선배님들께 돌아가야 합니다.”
60년 전통의 롯데건설 건축사업의 역사와 초고층 타워의 의의, 돌격정신의
힘 등 여러 주제를 놓고 건축사업본부 임직원이 토론회를 열었다.

김금용 본부장은 건축사업본부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이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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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Division
참석 김금용 건축사업본부장, 선우환호 상무, 김진 상무, 김정학 팀장, 백승엽 팀장, 이태영 소장, 조영철 책임

일시 2019년 4월 17일 오후 12시

자랑스러운 건축사업의 역사
김금용 본부장

건축사업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평화건업 때에도 시
공이 많았지만, 롯데그룹 인수 후부터 더 활발하게 전개되었
지요. 그때에는 건축사업본부가 아니라 건축부였지요.

선우환호 상무

평화건업 때 이미 소공동 롯데호텔의 토목공사 중이었습니다.
공사 도중 롯데그룹이 인수를 했어요. 이후 롯데그룹 역사를
이끄는 선봉대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장소 더리버사이드호텔 내 중식당

쌓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학 팀장

롯데그룹 공사는 물론이고 외주공사도 잘 했습니다. 한효개발
사옥이나 기독교방송 사옥, 국제신문 사옥, 계림빌딩 등도 규
모가 컸어요. 1990년대 말, 부산 롯데월드(현 서면 롯데호텔부
산·백화점 부산본점)도 그랬고 역세권 개발의 효시인 대구민자
역사, 영등포 민자역사 등도 빼놓을 수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건축사업본부의 출범이 가져온 효과
김진 상무

김금용 본부장

1970년대에도 그랬지만 1980년대 그룹의 관광 및 유통사업의
핵심인 롯데백화점 신관과 백화점 증축공사, 롯데월드를 준공했
습니다. 특히 잠실 단지는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일조했습니다.
롯데월드 공사는 기념비적이었어요. 저도 입사하기 전이었는
데 서울올림픽 개최 전에 호텔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고생
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롯데호텔월드 개관은 거의 기적
이었다고 하지요. 미국 NBC방송국 취재단과 IOC위원들의 투
숙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기간 내 완공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건축 허가가 너무 늦게 승인이 났고, 전국에 건설공
사 붐이 일어 인력을 구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불가
능하다고 했지만 우리 회사는 건설비상작전을 선언하고 총력
전을 펼쳤어요. 24시간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1주일
전에 개관하는 기적을 만들었어요. 국가 위신과 롯데그룹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선배님들은 정말 일을 혹독하게 하셨어
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으셨지요. 그런 정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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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용 본부장

우리 회사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된 것은 2005년 사업본
부제 시행이었죠. IMF 외환위기 직후에 주택사업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우리 회사도 장족의 발전을 했어요. 회사규모가 커
졌고 사업본부제가 시행되어 건축사업본부, 주택사업본부 등
으로 확대된 겁니다.

이태영 소장

사업본부제의 질적 차이점은 전문화와 책임제에 있었던 겁니
다. 주택사업은 분리된 후 보다 전문화되었고 건축사업본부도
외주공사와 빌딩공사로 보다 체계화되었죠. 각 조직들이 전
문분야에 몰입하게 되고 전문성은 더 커지는 개념으로 발전된
겁니다.

김정학 팀장

또다른 개념으로 보면, 사업본부는 공사와 영업, 수주, 책임
등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견적, 수주, 공사, 관리 등이
일원화되므로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
전까지 통합되어 있었던 기획도 각 사업본부별로 나뉘어 보다
심도 깊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선우환호 상무

다른 건설사들이 모두 위기에 빠졌던 IMF 외환위기 때, 오히
려 롯데건설은 주택사업의 활황으로 급격히 성장했어요. 새로
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초고층 타워 건설, 숨은 이야기
김금용 본부장

본부제 시행 이후에도 수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래도 잊지
못할 프로젝트는 롯데월드타워 건설 이야기를 빼놓을수 없지
요. 롯데월드타워 건설 이야기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듯
하네요. 롯데월드타워는 그룹의 장기 숙원사업이었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로 건설하는 100층이상 초고층 건물입
니다. 우리 사업본부에서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고 2010년
11월부터 타워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김진 상무

롯데월드타워는 매 순간 순간이 다 중요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이벤트적 공사인 첫 콘크리트 타
설, 초대형 MAT 타설, 타워크레인 설·해체, 타워 상량식, 공
사준공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아 있네요. 그중에서
도 기억이 많이 남는 건 초대형 MAT타설이 아닌가 싶네요. 일
단 규모 자체가 엄청났습니다. 가로세로 72m 두께 6.5m에 레
미콘 물량이 약 3만2,000㎥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짧은 시
간 안에 타설해야 했습니다. 이 물량을 국내 최초, 세계에서
두번째로 32시간 일체 타설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물량을
레미콘 차량으로 환산하면 6,000대나 되고 일렬로 세우면 서
울에서 오산까지 거리입니다.

조영철 책임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레미콘 확보부터 차량정
체를 막기 위한 방안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았던 것으
로 압니다.

김진 상무

엄청난 양의 레미콘을 연속해서 32시간 이내에 타설하려면 레
미콘 품질 확보를 위해 콘크리트 배합에서 운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았습니다. 품질확보를 위해 당사의 배합기술을 레미
콘사와 협동해서 양질의 레미콘을 생산하였습니다. 정해진 시

김금용 본부장

건축사업본부의 정신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현장
을 갈 때에도 늘 안전을 강조합니다.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위
화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전 절대 구두를 닦지
않습니다. 빛나는 구두보다 흙이 묻은 신발이 더 동질감을 준
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배님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의 길로
간에 타설하기 위해 타설 시간 조절,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
해 경찰서, 송파구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호체계 조정 등
타설에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김금용 본부장

조영철 책임

롯데건설 건축사업본부만의 특징과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김정학 팀장

공사 경험이 참 많지요. 특히 초고층 건축 기술은 국내 유일하
게 보유하고 있어요. 초고층 건축의 핵심 기술만 45여 개에 달
하고, 초고층 경험 인력이 136명이나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
니다. 차별화된 교육시스템도 우리들의 강점입니다. 전 직원
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과정은 물론이고 분야별 심화
과정을 시행합니다. 신임소장 양성과정, 해외전문인력 양성과
정 등도 특화된 정책입니다. 팀장 역량 강화교육, BIM전문인
력 육성과정 등은 다른 건설사 직원들이 부러워하는 점입니다.

김금용 본부장

세 가지가 강점인 것 같아요. 건축사업본부에 내재된 돌격정
신, 시스템으로 구축된 역량강화 제도, 거기에 열과 성을 다한
선배님들의 전통이 우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미콘 차량의 운행 관리를 위해 RFID 시스템까지 활용했습
니다. 이런 모두의 노력 덕분에 당초 계획보다 2시간 앞당겨
30시간 만에 끝마쳤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완벽했
었어요.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의 기록을 훨씬 뛰어넘는 성
과였습니다.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다
김금용 본부장

백승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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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초고층 타워 공사는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람과 양
중과의 싸움이라는 말도 있어요. 1m 올라갈수록 온도는 0.7
도씩 떨어집니다. 실제로 지상에는 비가 오는데 올라가보면
눈이 내리고 있더군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바람이
세게 불어요. 돌격정신으로 임하되 늘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
는 이유입니다.
안전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롯데그룹의 방침을 보면 특히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전에 베트남 공사 현장에 있을
때 신동빈 회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브리핑을 하는데 다
들으시더니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을 가볍게 보지 마세
요. 공기 준수나 원가절감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을 다치게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앞으로 개발형 투자사업이나 지분참여형 사업, 그룹 보유 부
지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운영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해서 훨씬
더 발전된 사업본부가 되도록 할 겁니다. 건축사업의 전통을
만들어주신 선배님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100년 롯데
건설의 주춧돌을 다지겠습니다.

건축사업본부
Architecture Division

김금용 건축사업본부장, 선우환화 상무, 김진 상무,
김정학 팀장, 백승엽 팀장, 이태영 소장, 조영철 책임

HOUSING DIVISION

주택사업본부

LOTTE E&C History

롯데건설의
살아있는 이야기

롯데캐슬, 성공 신화의 비밀
국내 브랜드 아파트의 효시… 롯데건설 아파트 브랜드 ‘롯데캐슬’을 가리키는 수식어다. IMF외환위기로
국내 건설사 대부분이 어려울 때 롯데건설은 브랜드 아파트 ‘롯데캐슬’을 성공시키며 반대로 놀라운 성장의 길을 걸었다.
국내 주거문화를 한 차원 높인 롯데캐슬, 그리고 롯데건설의 주택사업… 그 성장 비결은 무엇인가?

정답은 브랜드, 그리고 고객과의 약속
롯데건설 주택사업의 시작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파트가 새로
운 주택문화의 중심이 될 것으로 판단한 롯데건설은 아파트를 단순한 ‘집’이
아니라 주거문화의 ‘출발’로 인식하여 새로운 설계, 시공법 등을 선보이며 서
서히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올림픽 전후에 분양한 올림픽 훼밀리아파트,
선수 기자촌아파트 등은 진일보한 아파트라는 평가를 받았다.

“1990년대만 해도 아파트는 별다른 특징이 없었어요. 대개는 건설사 이름을
붙이는 형태였지요. 롯데건설 주택사업에 일대 전환점이 된 것은 롯데캐슬
의 등장입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주택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파트의 ‘고급화’·‘브랜드화’라는 놀라운 발상, 몸을 사
리지 않았던 수주전쟁, 고객의 신뢰와 약속을 소중히 여겼던 선배님들의 정
신, 이 3가지 요인이 주택사업의 성공을 가져왔던 비결이라고 봅니다.”

1990년대 롯데건설 주택사업도 타사와 마찬가지로 획일화된 아파트 일색이
었다. 그런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IMF 여파가 한창이던 1999년이었다. 고
수찬 본부장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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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Division
참석 고주환 부사장, 박희윤 부사장, 한치덕 전무, 고수찬 주택사업본부장, 신현일 상무, 최광우 상무, 김돈상 상무, 김상민 상무, 강윤석 팀장, 현재명 수석

호텔 같은 아파트 롯데캐슬, 그 후일담
고수찬 본부장

‘롯데캐슬’ 브랜드 런칭은 우리 회사 전체 역사의 일대 전환점
이었습니다. IMF 전후 상황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지요.

박희윤 부사장

저는 그때 다른 건설사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돌이켜 보면 위
기 때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가 왔다고 해서 무
작정 움츠러들면 쇠퇴할 것이 뻔합니다. 오히려 그때 고객의
신뢰를 얻고, 자본과 기술을 계속 축적한 기업이 성공하게 됩
니다. 그런 점에서 롯데건설이 ‘롯데캐슬’을 런칭한 것은 대단
한 일이었어요.

고주환 부사장

일시 2019년 4월 22일 오전 10시

장소 새롬빌딩 7층 주택사업본부 대회의실

죠. 그때 대부분의 아파트는 동네 이름이나 회사 이름을 붙이는
식이었는데, ‘롯데캐슬 84’라는 최고급 마감의 브랜드 아파트를
들고 나오자 고객이나 업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돈상 상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호텔 같은 아파트’라는 문구였습니다.
‘롯데호텔’이 연상되도록 마케팅 했던 겁니다. 최고급 이미지
를 부여하는 데 큰 힘이 되었죠.

고주환 부사장

‘롯데캐슬’이라는 고급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
습니다. 관련 직원들 상당수를 유럽으로 출장 보낼 만큼 정성을
다했어요. 라인강변, 도나우강변 등 유럽의 고성들을 둘러보고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라고요. 고급 문양을 비롯한 디자인 전략
이 성공을 거둔 것은 이러한 열정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디자인담당 팀장이었습니다. 침체된 시장을 돌파하기 위해
경영진은 여러 대책을 고심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예 고급화
전략으로 나가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완전한 역발상이었

화합과 열정이 만든 수주전쟁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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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찬 본부장

‘롯데캐슬’의 런칭은 우리나라 주거문화 역사에도 영향을 미쳤
다고 봅니다. ‘롯데캐슬’이 성공을 거두면서 다른 대부분의 건
설사들도 각각의 브랜드를 선보이면서 브랜드 춘추전국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주환 부사장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죠. 사실 그
당시 우리 회사 역량으로는 재건축 시장에서 사실상 수주가
어려웠지요. 주택사업 관련 인력만 해도 비교가 어려울 만큼
우리가 적었어요. 게다가 우리는 재건축 시장의 후발주자였
고, 진입장벽도 높아 대부분 불리하다는 평이었어요. 그럼에
도 불구하고 주택사업과 연관 없는 직원들도 모두 두 팔을 걷
고 조합원들을 만나 설득하러 다녔어요. 그야말로 맨투맨 방

고주환 부사장

식으로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타 회사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우연히 얻어 걸린 ‘기적’이 아니었어요. 롯데건설 모
두의 화합과 열정이 빚어낸 ‘성과’였지요.

기존 사업장이 전혀 없었던 대구로 진출하기 위해 일을 하기
로 결정했지만 계약 협상에만 2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고작
17개월이 남았어요. 여차 하면 지연보상금으로만 200억 원이
사라질 위기였지요. 공사를 무사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방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방의 지분이 50%였고, 우
방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진행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
니다. 그래서 당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던 우방 직
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공사 종료 이후 원하는 전 직원을 모두
채용하겠다’고 말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실제로 많은 우방 직
원들이 롯데건설에 입사했고 지금은 중요한 자리에 포진해 있
어요.

한치덕 전무

정말 대단한 날들이었어요. 재건축,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정
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원 선거보다 더할 정도의 전략이 펼쳐집니다. 대부분의 사업
장이 그랬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강동시영과 서초 삼익
재건축사업입니다.

우방직원들을 설득한 다음에는 입주 예정자들을 설득하기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공사가 제대로 수행될 거
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대구 공무원들도 반신반
의했었습니다. 고심 끝에 공사 소식지를 만들어 진행 경과, 일
정, 공사의 특장점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했어요.

고수찬 본부장

IMF이후 고객들은 안정적이고 신뢰를 중시하는 기업을 선호
했는데, 직원들의 노력이 배가되어 후발주자임에도 주택 수주
전쟁에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공사도 치열하게 했지요. 처음에는 골조공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기간 내에 끝내려고 초고층에서나
사용하던 적층공법도 사용했습니다. 골조를 올리면서 마감을
동시에 했지요. 당시에 현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고생은 이
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LOTTE E&C History

19개월밖에 남지 않았지요. 안 하는 게 맞는 일이었어요. 제대
로 공사를 수행할 수가 없었지요.

최악의 조건을 도약의 계기로 바꾼 프로젝트
한치덕 전무
고주환 부사장

주택사업의 성공은 그야말로 롯데건설 전 직원의 성공입니다.
정말 다들 사력을 다했어요. 대구 메트로팔레스 프로젝트가
단적인 사례입니다. 여기는 원래 우방건설이 추진하던 곳이었
어요. 하지만 이 회사가 어려움에 빠지면서 새로운 시공사를
찾았지요.

박희윤 부사장

당시 회사 고민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34개월 공사 기간 중

저도 그 당시 고주환 부사장님의 부름을 받고 현장에 지원을
나갔었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었어요. 하지만
이 사업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우리 회사는 신뢰를 지
켰습니다. 이전까지 대구는 롯데건설의 불모지였는데 이 프로
젝트 이후 롯데는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는 신뢰를 얻어 대구
에서도 대규모로 수주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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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 전 직원이 함께하는 성장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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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찬 본부장

우리 회사의 큰 위기였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야기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우리 회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공모형 PF사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자금 운용에 큰 어려움이 있
었고 주택시장도 침체되면서 미분양도 쌓였습니다.

박희윤 부사장

금융위기 시절에는 다들 불안해하고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리더들이 부동산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
고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못해 위기에 빠진 조직들도 많았습니
다. 저도 당시에는 안정적으로 가는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수찬 본부장

정말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 때 도움을 준 것이 그룹이었습니
다. 다른 그룹들이라면 꼬리자르기를 했었겠지만, 우리 그룹
은 리스크 관리 센터인 ‘워룸’을 설치해서 리스크를 분석, 관리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000억 원 증자를 결정하고, 당시
재무위기에 있었던 롯데기공 인수도 결정했습니다. 기공 사
태를 그냥 방치했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이 입었을 겁니
다. 롯데건설이 그 물량을 인수하면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
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로 우리 회사는 시장과 금융기
관에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상민 상무

당시 개발사업부문에서도 내부적으로 TFT를 설치해서 문제가
된 사업장들을 관리했습니다. 사업장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
서 물량을 줄이다보니 일시적으로 매출이 매우 줄었지만, 2013
년 안성사업장 이후에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고수찬 본부장

당시 공격적으로 진행한 덕에 금융위기 이후로 주택은 큰 성
장을 이루었습니다. IMF 직후의 위기상황에서 롯데캐슬이라
는 브랜드를 만들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던 것처럼 위기는
기회의 모멘텀이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우리는 사내 리
스크 관리조직을 통하여 문제화된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관리하던 독산이나 원주기업도
시 같은 곳들도 결국에는 성공 사업장들이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회사는 위기관리를 큰 모토로 가져가 리스크를 철저히 관
리함으로써 부실화된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솔선하는, 선배님들로
부터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주택사업본부
의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간다면, 앞으로도 여건의 변화
는 있겠지만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바탕으
로 시장에 대응하고 고객의 신뢰에 부응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
아가고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사업본부
Housing Division

고주환 부사장, 박희윤 부사장, 한치덕 전무, 고수찬 주택사업본부장,
신현일 상무, 최광우 상무, 김돈상 상무, 김상민 상무, 강윤석 팀장, 현재명 수석

OVERSEAS BUSINESS DIVISION

해외영업본부

LOTTE E&C History

롯데건설의
살아있는 이야기

바다 너머에 롯데건설의 희망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단연 롯데센터 하노이가 손꼽힌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롯데플라자와
롯데호텔은 대표적인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다. 모두 롯데건설이 일궈낸 자랑스런 성과들이다. 지금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는 건설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 중심에 해외영업본부가 있다.

굴곡으로 얼룩진 개척의 역사
건설사들에게 해외진출은 ‘행복한 고행길’이다. 막대한 외화를 벌 수 있으나
그 과정은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이다. 롯데건설도 수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해외진출의 역사를 이어왔다. 언어와 문화, 음식과 환경, 사고방식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이 낯선 외국에서 현장인력을 이끌며 자랑스러운 건축물을 남
겼다. 사우디아라비아 쥬베일공업단지, 일본 니가타스타디움, 러시아 롯데
플라자와 롯데호텔, 베트남 롯데센터 하노이, 인도네시아 코타카사블랑카
등이 그것이다. 한용수 본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놀라운 성과도 많았지만 한편, 시련과 굴곡의 역사였다고 해야겠지요. 그러
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의 교훈이 있었기에, 지금의 롯데건설이 있을 수 있
었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바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지요.”
롯데건설 해외영업본부의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내일을 다짐하기 위해 직
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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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Business Division
참석 한용수 해외영업본부장, 변현갑 상무, 이명희 상무, 심원택 상무, 조용본 수석, 정상훈 수석, 이창곤 팀장, 정희석 책임

일시 2019년 4월 10일 오후 3시

사막에서 시작된 해외진출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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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곤 팀장

우리의 해외건설 역사는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1-B 도로공사, 젯다 공업단지, 젯다 신시가지,
쥬베일 공업단지 등 역사에 남을 공사들이 많았습니다. 1975
년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11건이나 되는 대형 프로젝트
를 수행했지요.

한용수 본부장

1970, 80년대 중동건설 붐으로 해외진출을 시작했으나, 대부
분의 한국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손실이 컸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관급공사를 많이 했는데 감리, 감독을 맡은 선진국
의 기술컨설팅 업체를 따라가기엔 시공능력이 부족했지요. 설
계나 도면 검토, 자재 승인 등 공사 관리 체계도 미흡했습니
다. 저렴한 인건비만 믿고 무모하게 들어가다 보니 손실이 컸

장소 롯데건설 본사 해외영업본부장실

습니다. 80년대 중후반에는 중동에 진출한 많은 한국 건설사
들이 회사 존립을 걱정할 정도까지 손실이 악화 되었고요. 그
영향으로 해외진출을 오랫동안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국내 건설사들과 함께
롯데건설도 중동의 공사수행 경험을 통하여, 비로소 설계 및
공사관리 프로세스, 품질관리 등 선진시공관리 능력을 습득하
여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실패가 쌓이면서 오늘날
의 롯데건설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일본에서 가장 많은 공사를 수행한 외국 건설사
정상훈 수석

한동안 중지되었던 해외건설은 일본에서 재개되었습니다.
1992년 7월에 일본지사를 개설했고 바로 롯데 사야마기숙사
를 지었습니다. 이후 100여 건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
쳤습니다. 거기에는 일본정부의 관급공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용본 수석

놀라운 사실은 일본정부 등 발주처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았다
는 것입니다. 공사가 끝날 때마다 관계자들이 와서 엄지손가락
을 치켜세웠습니다. 요코하마의 히노양호학교 같은 경우에는
롯데건설이 주간사로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완공 후에는 일
본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카나가와건축콩쿨에서 장려상을 받
았습니다. 요코하마 시에서는 우수시공업체 상도 수상했지요.

심원택 상무

일본에서 월드컵경기장이나 공항 건설 실적을 갖고 있는 외국
건설사는 우리밖에 없어요.

변현갑 상무

그 시기에 많은 직원들이 일본 연수를 갔습니다. 형식적인 연

한용수 본부장

일본에서의 공사경험과 연수를 통하여, 직원들의 역량이나 마
인드 변화, 안전과 품질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국내 건설사와는
차원이 다르게 변했습니다. 당시 그런 연수를 보낸 곳은 롯데
건설밖에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역량도 크게
성장하고 발전했지요.

적의뢰를 많이 했지요. 지금은 크림반도 사태 이후 러시아 시
장 환경 악화 때문에 우리 역량 발휘도 어려워졌어요. 참 안타
까운 일입니다.

베트남의 랜드마크, 롯데센터 하노이
이명희 상무

2005년은 롯데건설 해외진출 방법에 일대 변화가 시작된 해입
니다. 사업본부제가 시행되면서 해외건설 조직을 영업과 시공
으로 나누었지요.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해외영업본
부가 출범하게 된 겁니다.

변현갑 상무

동남아시아의 경우를 보면 베트남 사업이 먼저 시작되었어요.
그룹 차원에서 베트남 진출이 결정되었고 롯데건설도 2008년
에 롯데마트 1호점을 건설했습니다. 이후 롯데센터 하노이를
지으면서 우리 회사의 명성을 드높였지요. 롯데마트 1호점은
지은 지 1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그만한 마트가 없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에게 ‘롯데’를 말하면 모두들 ‘롯데마트 1호점’
건물을 연상할 정도지요.

한용수 본부장

롯데마트 1호점도 그렇지만 롯데건설의 명성을 드높인 건물
은 단연 ‘롯데센터 하노이’입니다.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인식
될 만큼 아름답고 완성도도 높습니다. 베트남 전통의상 아오
자이를 형상화했지요. 롯데센터 하노이는 외국의 다른 건축물
과 다른 점이 있어요. 베트남 특유의 문화를 반영하고 베트남
의 특성을 가미하려고 노력했지요.

위험도, 위기도 이겨낸 러시아 현장
변현갑 상무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지게 되자 롯데건설도 새로운 지역을 모
색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러시아가 대표적입니다. 2002년에
방글라데시에서 페니-치타공 도로개보수 공사를 수행했지요.
이후 러시아에서 롯데플라자 공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크게 이
어가게 됩니다. 모스크바 롯데호텔, 롯데 비즈니스센터 등은
러시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지요. 특히
롯데호텔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러시아를 방문하면 투숙하
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정상훈 수석

러시아 사업은 참 위험했어요. 우선 치안이 너무 불안했어요.
현장 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파트 정문에 기관총으
로 무장한 경비원이 있어야 할 정도였다고 해요. 현장에서 숙
소까지 걸어가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고 호텔 앞에 잠시 나
와 있어도 경찰서로 바로 끌려가곤 했습니다.

조용본 수석

우리 직원들 중 택시강도를 당한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지침
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적당한 달러를 갖고 있다가 바로 빼앗
기는 게 차라리 나았으니까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도 롯데의 깃발을
한용수 본부장

한용수 본부장

다른 건설사들은 대부분 그런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철수했
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러시아 건
설 경험을 가진 국내 건설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그룹사에서도 롯데건설에 견

LOTTE E&C History

수가 아니었어요. 반복적으로 견학하고 관리 노하우를 익히는
체계화된 프로그램 아래 진행된 연수였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주상복합단지 ‘코타카사블랑
카’ 프로젝트도 기념비적입니다. 연면적만 33만㎡에 달합니다.
롯데월드타워와 같은 규모지요. 이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
던 것은 베트남에서 거둔 성공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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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현갑 상무

발주처인 빠꾸원그룹(인도네시아 재계 10위) 본사 1층에 롯데
마트가 있어서 그룹의 네트워크을 활용했어요. 특히 우리 회
사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6개월이나 현장소장을 파견한 것
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용수 본부장

 보디아에서 시공하고 있는, 사타파나 은행의 수주과정도 대
캄
단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당초 국제 입찰로 발주를 하여,
한국, 싱가포르, 프랑스 건설사들의 가격 경쟁으로 진행하던 프
로젝트인데, Pre-Construction Service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
주처를 설득하여, 경쟁 없이 수의로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죠.

변현갑 상무

마루한그룹이 투자한 사타파나 은행 본점을 짓는 프로젝트죠.
우리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는 것이 수주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입니다. VE를 통해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
했던 것이 성공 비결입니다. 완성된다면 캄보디아 최고의 빌
딩이 될 겁니다.

새 역사 창조의 중심으로
정희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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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해외사업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본부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향후 목표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명희 상무

우리의 강점을 살리면서 미래를 봐야 합니다. 우리 본부는 독특
한 문화가 있습니다. 의사결정과 속도가 매우 빠르지요. 유연한
조직이라는 점도 강점입니다. 업무가 틀에 박혀 있지 않아 자율
적인 분위기입니다.

변현갑 상무

스스로 학습하는 셀프스터디 문화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스쿨’ 같은 제도는 물론이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
하면 알아서 공부합니다. 이런 점이 ‘세계로 미래로’ 나가는 우
리 본부의 최고 경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용수 본부장

지금까지 우리 회사의 지난 역사를 곰곰이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한국경제와 건설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지요. 어느덧 60년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갖게 되었고요. 돌이켜 보면, 우리 회사는 그동안 수많은 시련
과 위기가 있었지만, 특유의 탁월한 도전정신으로 이를 극복
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함으로써, 더욱더 성장하는
DNA를 키워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은 인
구 구조 및 사회적 구조 변화로 말미암아 성장의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인된 도전정신의 DNA와 전통을 바탕으로,
타 건설회사보다 앞서서 동남아시아 등 해외 건설시장에 치밀
한 사전조사와 분석을 통한 명확한 전략으로, 발 빠르게 치고
나갈 생각입니다. 현지 인허가 제도, 법규, 고객, 부동산 시장
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현지업체와 JV형
태로 사업을 추진하되,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
쟁력과 노하우를 증대시켜서, 해외 고객에게도 국내와 마찬가
지로,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우리 본부는 미래를 개척하는 프런티어 정신으로, 롯데건설
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의 초석을 다
질 것입니다. 지난 6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써 내려갈 위대한
60년 새 역사 창조의 중심에서, 우리 본부가 핵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해외영업본부
Overseas Business Division

한용수 해외영업본부장, 변현갑 상무, 이명희 상무,
심원택 상무, 조용본 수석, 정상훈 수석, 이창곤 팀장, 정희석 책임

SOURCING & PROCUREMENT DIVISION

외주구매본부

LOTTE E&C History

롯데건설의
살아있는 이야기

혁신과 시스템으로 구축한 상생경영·윤리경영의 신기원
조달업무온라인시스템, 기성실적증명서 인터넷발급시스템, 성과공유제… 롯데건설 외주구매본부의 주요 프로세스이다.
놀랍게도 대부분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다. 심지어 기업구매카드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온라인 프로세스는
국내 산업계에 처음 적용한 것이다. 건설업계가 롯데건설 외주구매시스템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시스템으로 구축한 공정성과 투명성
2000년대 초반, 롯데건설 본사 앞 구두닦이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다.
장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균성 외주구매본부장은 이렇게 회상한다.

항은 공정성과 투명성이기 때문이다.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시스템은 공정
거래와 상생경영의 밑바탕이기도 하다.

“건설회사 앞에는 구둣방이 있게 마련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위해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파트너사 직원들이 들리곤 하죠. 롯
데건설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된 뒤로 파트너사들은 굳이 롯데건설을 방문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구둣방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아예 문을 닫
더군요.”

“직원들의 업무 자체도 변했습니다. 하루 종일 찾아오는 외부 손님을 만나고
늦은 밤까지 견적내역을 취합하던 원시적인 업무가 다 사라졌지요. 대신 전
략구매나 우수 파트너사 발굴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고 현장을 지원하는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주구매본부의 자랑은 바로 시스템에 있다. 조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사

우리나라 건설산업 혁신과 상생경영의 신기원을 만들어가는 롯데건설 외주구
매본부의 성공비결에 대해 임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287

LOTTE E&C 60th Anniversary Edition

Sourcing & Procurement Division
참석 석균성 외주구매본부장, 강우선 상무, 서태근 상무, 김재권 상무, 이건석 팀장, 최원석 책임

일시 2019년 4월 18일 오후 2시

장소 롯데건설 본사 외주구매본부장실

업계를 놀라게 한 최초, 최고의 기록
최원석 책임

롯데건설은 건설업계에서 외주구매분야 혁신을 이끌어온 기업
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간의 대표적 성과들에 대해 간단
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석균성 본부장

건설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공사수행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이 조달업무, 바로 외주구매입니다. 롯데건설도 공정성,
투명성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외주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혁신을 진행해 왔습니다. IMF외환위기 중이었지만 ‘롯데캐슬’
브랜드의 성공과 공격적 경영으로 연평균 20%대의 폭발적 성
장을 기록하던 2001년, 외주구매본부는 차별화된 경쟁력과 새
로운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해 전담 프로젝트팀을 만들고 원가
절감과 업무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조달프로세스 혁신에 착수
했습니다.

강우선 상무

외주구매 분야에서 큰 변화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1년입니
다. 우선 2001년 4월에 기업구매카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였죠. 덕분에 어음결제 제도가 사라졌어요. 이
듬해 9월에는 건설업계 최초로 하도급거래에 전자계약 시스템
을 도입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건설사 최초로 파트너사
등록부터 관리, 정산에 이르기까지 조달 분야 모든 업무에 대
한 온라인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한 해였죠. 건설회사 중 처음으로 온라인 프로세
스가 완비되었으니까요. 조달 분야의 모든 업무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서태근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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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에 도입된 전자입찰시스템도 업계의 화제였죠. 국

내 건설사 최초로 현장설명회가 인터넷으로 진행되었어요. 2
월에는 외주비 전자정산청구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국내 건
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외주기성청구까지 전자화시켰습니다.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은 물론이고 계약이행
보증이나 기성실적 증명, 근재보험까지 전산화되었죠. 아마 그
무렵이었을 겁니다. 본사 앞 구두방들이 자취를 감췄던 것이.
석균성 본부장

파트너사들이 굳이 롯데건설까지 찾아올 필요가 없어진 겁니
다. 입찰부터 정산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되니까 파트너사
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외주구매본부의 역사는 건설업계의 혁신사
최원석 책임

외주구매본부의 그 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유난히 ‘최초’라
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가져온 변화가
궁금합니다.

이건석 팀장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업무효율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조달
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비용절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았습
니다.

석균성 본부장

가장 큰 효과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였다고 봅니다. 부정이
나 시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원천 봉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눈 여겨보아야 할 점은 바로 상생경영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상생이란 말이 없었을 때인
데 롯데건설은 이미 파트너사들의 신뢰와 편의를 위해, 공정하
고 투명한 발주시스템과 평가관리체계를 갖추었다는 겁니다.

서태근 상무

강우선 상무

석균성 본부장

이런 시스템 덕분에 우리 직원들의 업무도 크게 변했습니다.
당시 구매담당 직원들의 업무부담은 엄청났습니다. 모든 업무
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야근이 비일비재했죠. 신용
및 기술 평가, 계약 업무 등 수많은 일을 직접 처리해야 했고,
거기에 신규업체 발굴까지 그야말로 강행군의 연속이었죠. 그
렇다고 무작정 인력을 증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 덕분에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른
건설회사들도 다들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다들 ‘왜 굳이 저런 일을 할까’ 하는 시큰둥한 반응이
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앞다퉈 우리 회사를 벤치마킹 하
고 싶다고 연락이 왔죠. 실제로 우리 본부 직원들이 산업계와
건설업계에 당사 시스템 구축 사례를 전파하기도 했어요. 우
리나라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한
셈입니다.

이건석 팀장

당시 외주구매본부에서 진행한 계약 건수만 3,000건이 훨씬
넘었습니다. 보통의 현장에서는 많아야 500건 내외인데 거의
6배가 넘는 규모로 진행되었죠. 당시에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
하기 위해 60여 명의 본부 인원 가운데 10명 내외의 전담 TFT
를 따로 구성했습니다.

김재권 상무

국내 최초, 최대의 규모다 보니 파트너사 스펙이나 기준을 맞
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물론, 안전 기준도 최고 사양
이다 보니 거기에 맞는 파트너사들을 선정하고 품질을 관리하
느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설계기준에 맞춰 파트너사들에게
도 최고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그분들의 어려움도 상
당했습니다.

석균성 본부장

롯데월드타워의 경험은 우리 외주구매본부의 업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사, 품질, 안전 관리
뿐만 아니라 파트너사 관리까지 여러 부분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지요. 외주구매본부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부도 롯데건설 외주구매
본부의 시도에 놀라워했습니다. 굵직굵직한 것만 뽑더라도
2005년에 받은 건교부장관상, 전국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금
상, 2006년에 받은 제1회 건설업체 우수혁신사례대회 대상,
전국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금상 등이 있습니다.
더더욱 자랑스러운 점은 이런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졌다는 겁
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외주구매본부의 역사는 그야말로 건설업계의 혁신사였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
로 이루어진 역사여서 더더욱 자랑스럽죠.

‘혁신’이 일상인 외주구매본부의 꿈
최원석 책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석균성 본부장

지난해부터 불공정거래 발생의 소지가 있는 거래관행을 개선
하고 외압이나 위법행위 발생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발주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
습니다. 업체 선정에서부터 대금지급에 이르는 하도급거래 전
단계를 시스템화 하여 개인의 경험, 능력 등 인적 역량과 자질
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건석 팀장

실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업체를 확보하기 위한 체질 개선 노
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업 면허 보유 여부가 아닌 실제 공사

외주구매의 새로운 전기, 롯데월드타워
최원석 책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점 가운데 하나가 초고층빌딩인
롯데월드타워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당시 외주구매본부의
역할이 막중했을 것 같습니다.

LOTTE E&C History

김재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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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공종별 파트너사 풀(Pool)을 구축
하고, 현장 중심 평가를 통해 내실화하는 조달 프로세스 고도
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균성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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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은 파트너사입니다. 저는 파
트너사의 경쟁력이 곧 롯데건설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혁신이 필요하고 시장과 파트너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합
니다. 롯데건설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파트너사와 롯데건설의
끊임없는 고민과 자기혁신의 결과물입니다. 외주구매본부는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롯데건설이 고객과 파트너사로
부터 더욱 신뢰 받고 존경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
력하고, 협업체계를 고도화해서 롯데건설과 파트너사가 한 단
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주구매본부
Sourcing & Procurement Division

석균성 외주구매본부장, 강우선 상무, 서태근 상무, 김재권 상무, 이건석 팀장, 최원석 책임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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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의
살아있는 이야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기술 연구의 산실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의 전체 인원은 51명이다. 그중 49명이 연구원이고 이들 모두가 건축, 토목, 플랜트, 재료, 환경 분야의
석박사 및 기술사다. 최고의 정예집단이다. 특히 초고층 빌딩 기술, 녹색기술 등 실용기술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세계를 향한 기술, 미래를 향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곳이 롯데건설 연구원이다.

세 가지의 핵심 경쟁력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에 들어서면 롯데월드타워의 전경사진과 중점관리현장
게시판이 보인다. 국내외 주요 현장의 기술관리 이슈 및 관리현황이 있어
한눈에 파악이 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술연구원 곳곳마다 상패와 표창,
각종 인증서가 가득하다. 1986년에 설립된 기술연구원의 33년의 자랑스러
운 성과이다.
“우리 연구원 인력들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다른 건설사와 달리 현
장에서 소통하고 현장에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실증적인 성과가
아주 많습니다.”

선도적인 R&D 발굴 의지를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한다. 그 결정체가 바로
초고층 타워 기술이다.
“수천 번의 실험을 거치고, 해외 석학들과 토론하면서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
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건설 기술과 해외 각국의 현지 사정에 맞는 건
설기술로 발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롯데건설 연구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연구원의 과거 역사와 미래 건설기
술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박순전 기술연구원장은 이러한 현장 중심의 연구 방침과 최고 수준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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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참석 박순전 기술연구원장, 석원균 팀장, 양희정 팀장, 김광기 책임, 문형재 책임, 안휘순 대리

일시 2019년 4월 2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새롬빌딩 기술연구원장실

33년, 기술연구원의 발자취
안휘순 대리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에 입사한 후 가장 놀란 것은 오래된 역
사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지난 일을 돌아보는 것으로 이야
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전 원장

R&D 활동을 시작한 것은 기술연구소가 설립된 1986년입니
다. 초기에는 사우디 등 중동 지역에 나갔다가 복귀하신 분들
이 중심을 이루었어요. 초창기에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R&D
수준이 낮았지만 병역특례제도 등을 도입하며 우수한 인력들
을 확보하기 시작했죠.

석원균 팀장

박순전 원장

제가 입사한 1996년도 당시에는 방화대교, 광안대교, 부산 지
하철 등 인프라 시설 중심의 기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러
한 노력들이 지속되어 초장대 교량 기술과 초장대 터널 기술
등과 같은 토목 특화 기술을 확보해왔습니다.
롯데건설 R&D 방향은 타사와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우리는
현장 중심의 연구를 했습니다.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
기술지원을 사업부서 기술팀에서 별도로 했지만, 우리는 전
현장 기술지원을 연구원들이 직접 함께 했어요. 실제로 타 건
설사 연구원들은 현장 직원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
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연구가 진
행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죠.

새로운 도전의 시작
양희정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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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변화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변화

에 탄력적으로 운영되었어요. 초창기에는 주요 연구방향에 따
라 연구소장을 사업본부장께서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죠. 조직
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2008년에 기술연구원 승격이라
고 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본다면 2005년 전후가 가장 중
요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초고층 타워 연구를 위한
R&D 체계가 수립되었어요.
박순전 원장

초고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당사 최고층 빌딩 실적
이라고 해 봐야 높이 200미터도 채 안 되었어요. 그런데 555
미터 타워 건설이 현실화되자 걱정도 앞섰습니다. 그룹 차원
에서도 우려가 컸어요. 우리는 초고층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초고층 경험이 많은 외국기업과 공동건설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까지 나왔죠.

석원균 팀장

연구원 내부에서 ‘우리 기술력으로 한번 해 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구조, 재료. 시스템, 프로세스에 이르는 전 과정
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인력을 확충하고 연구예산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각종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현황을
분석하며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죠.

박순전 원장

그때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우선 2005년에 처
음으로 120MPa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개발해서 황학동 사업
장에 적용했습니다. 2006년에는 초고층 빌딩 국책과제인 ‘초
대형 대각가새(Diagrid) 구조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프로젝트
주관사로 선정되었죠. 특히 그해 7월 3일, 건설회관에서 ‘초고
층건축과 고성능콘크리트 국제 심포지엄’을 민간기업 최초로
개최했는데 반향이 매우 컸습니다. 그룹 차원에서도 우리들의
기술력을 눈여겨보게 된 촉매제가 되었죠.

박순전 원장

처음에는 여러 사례를 조사하는 데 집중했어요. 팀원들의 이
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만의 타이페이 101, 말레이시아 페트로
나스 타워 등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당시 출장보고서 작
성 때 참 힘들었습니다. 초고층 조직은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
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핵심 기술은 무엇인지 정리하느라
밤을 새곤 했어요.
그러면서 기술 로드맵을 짜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108개에 달하는 '초고층 요소기술 로드맵 108'입니
다. 구조 시스템 중 칼럼 쇼트닝, 고강도 콘크리트 재료기술
등 12개 분야에서 108개의 세부 로드맵을 구축했습니다. 돌이
켜보면 사전 준비연구를 매우 충실하게 수행했던 겁니다.

김광기 책임

콘크리트 기술은 백지나 다름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기술
을 확보할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어요.
바로 각 분야 전문 기업들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방안이었습니
다. 기술을 공유하며 공동 개발하는 형태로 초고층에 필요한
재료 실험, 압송 테스트 등 수많은 실험을 한 겁니다. 이 방법
으로 단시간에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각자 갖고 있는 전문역량
을 극대화했어요. 지금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
습니다.

초창기에 가장 큰 기술적 난제는 콘크리트 재료였어요. 구조
쪽은 해외전문가 및 전문구조기술자들을 영입했지만 초고강도

문형재 책임

LOTTE E&C History

차원이 다른 초고층 타워 기술

연구를 진행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2007년 제
2회 초고층타워 건축 심포지엄이 가장 생각이 납니다. 행사 하
루 전날, 초고층 압송을 위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전 압송하
는 테스트를 실시 중이었는데 하필 배관이 막혀버린 겁니다.
정말 난감했지요.
 계 석학들과 주요 인사들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취소
세
할 수도 없었죠. 연구원 전 직원이 달라붙고, 결국 포클레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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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터널 및 지하공간 개발 등의 최첨단 인프라 기술, 롯데그룹이
나아가고 있는 글로벌 사업 관련 특화 기술 등이 현재 기술연구
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미래 기술들입니다.

동원해서 밤새 막힌 배관을 뜯어내고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정말 사력을 다했습니다. 행사가 성공리에 끝나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박순전 원장

이제 롯데건설은 초고층 기술 측면에서 많은 역량을 갖고 있
다고 자부합니다. 재료나 구조, 시공 등 모든 부분에서 그렇
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두바이의 버즈칼리파
가 세계에서 가장 높이 콘크리트를 쏘아 올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시공관리는 기온 변화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
건설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처럼 영상 30도부터 영하 10도에 이
르는 기간 동안 건설하는 것이 한 단계 높은 고난도의 기술이
라고 봅니다. 롯데월드타워 건설 기간 동안 실패를 두려워하
지 않고 수없이 많은 도전을 한 우리 연구원들이 매우 자랑스
럽죠.

미래 신기술 개발을 꿈꾸다
양희정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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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은 초고층 외에도 각종 미래 건설기술을 준비하고 있
습니다. 미래 먹거리 기술 발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술연구
원의 또 다른 역할이자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
명 관련 기술과 지진, 안전 등 사회이슈에 대응하는 기술, 대심

안휘순 대리

이런 기술들이 우리 연구원이 나갈 방향 아닌가요? 원장님이
생각하는 기술연구원의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박순전 원장

최근 정부 정책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혁신
의 대표 정책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했어요. 우리
도 이런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에 주력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특히
우리가 진출하려 하는 동남아 현지에 적합한 건설기술 개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개발한 무더운 날씨에도 쉽게 경화
되지 않는 콘크리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렇듯 현장 중심의 기술과 미래를 대비하는 기술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새로운 건설 기술을 개척하고 있
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봐 주십시오.

기술연구원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박순전 기술연구원장, 석원균 팀장, 양희정 팀장, 김광기 책임, 문형재 책임, 안휘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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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태욱 롯데캐슬 SWAG~ 을 가지고 앞으로 600년까지!

강병태 60년을 기반으로 최고의 건설회사로 성장해 나갑시다.

강우선 60년 롯데건설 세계를 누비는 새 여정의 닻을 올리자!

강하미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

강봉수 시공, 안전, 품질에 기술력을 갖춘 롯데건설이 되자.

강우영 60년 롯데건설 앞으로도 영원히

강현일 60년을 기반으로 앞으로 더욱 멋진 롯데건설이 되었으면

강경묵 100년 기업을 향한 롯데건설의 발자취

강석진 전세계가 신뢰하는 글로벌 100년 기업 롯데건설

강원식 믿음과 신뢰로 이룬 60년 롯데건설 앞으로도 번창합시다

강현혁 대한민국 N0.1기업이 되는 그날까지..

강경욱 더욱 찬란하게 빛날 새로운 60년을 기대합니다

강석현 롯데! 롯데! 롯데! 나아가자. 롯데건설.

강원식 사랑하는 가족과 롯데건설을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치리라!

강형민 벌써 60주년, 연 매출도 60조

강경태 승승장구! 100년 기업을 향해 비상하라!

강석훈 함께 온 60년, 함께 갈 100년을 위해!

강유성 60년 주춧돌에 600년 대들보로

강혜민 Go Global이 당연해지는 그날까지!

강경태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100년 사사를 만들자!

강선구 롯데건설 60주년 축하합니다!

강윤석 새로운 미래의 60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저부터 변화하겠습니다.

강호덕 60년의 역사가 롯데건설의 미래가 되기를

강남현 롯데건설 1000년사의 서두를 함께하여 기쁩니다.

강성남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날까지 !

강은비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롯데건설!

강희구 새로운 60년을 위하여 힘차게 나가자

강대관 100년을 이어갈 초석이 되어준 60년

강성웅 100주년을 향해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강인묵 최선을 다해온 만큼 최고의 회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희승 배려와 존중 속에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강대석 우리도 할 수 있다! 100년 기업!

강성일 고객과 함께 성장한 60년, 고객을 최우선하여 영속하자

강정훈 더 나은 캐슬을 위하여

고경원 롯데건설 60년! 플랜트 강자로 도약하자!

강대훈 회갑의 60년! 새로운 시작의 원년!

강성진 롯데건설은 현재진행 중입니다.

강종구 다음 60년 뒤에도 더욱 발전하는 롯데건설이 되길!

고경진 90주년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회사 파이팅!

강도경 60년, 600년 앞으로도 쭉 승승장구 가즈아!

강수근 롯데건설 60년 발자국을 이어나갈 새로운 발걸음

강종하 60년을 넘어 200년 향한 롯데건설!

고경태 롯데캐슬을 넘어 스카이 캐슬로 남기를

강동기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벗! 롯데건설!

강순기 다가올 60년의 희망도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강지훈 60년에서 600년으로…

고다환 이순(耳順)을 지나 종심(從心)을 향하여

강동원 바꿀 수 없는 과거는 참조. 꿈꿀 수 있는 미래는 창조

강순자 롯데건설 60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쭉 번창하시길.

강지훈 모두 롯데건설의 더 발전한 미래를 기원합시다.

고동성 60년 역사 속 수많은 편린 중 하나라는 자부심

강두원 롯데건설을 응원하고 더 발전하는 롯데건설을 기원합니다.

강승호 100주년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파이팅!

강진미 고객과 함께 한 60년, 미래를 향한 가치있는 동행.

고동영 위대한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강두현 변화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 GO GO

강승훈 60년을 넘어 80년에는 조금 더 성장하기를

강진훈 기본에 충실하자! 곧 경쟁력!

고무현 사사는 지금도 우리로 인해 만들어진다.

강맹구 오늘 하루도 '100주년' 사사에 기록될 역사가 되길!

강신규 100년 기업! 롯데! 앞으로 40년! 앞만보고 달려가자!

강찬구 100년 후에도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로 승승장구 하기를

고민환 Global 롯데건설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강무늬 최선을 다한 하루하루가 역사의 한장한장입니다.

강신석 지난 60년 경험을 바탕으로 영광된 앞날을 이어가자

강창대 품격 있는 삶의 완성, 롯데캐슬입니다.

고봉수 고객과 함께 성장한 60년, 고객과 사랑하는 60년.

강민종 60주년 롯데건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강영기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게 합니다.

강태규 낙천대에서 캐슬로, 롯데건설 계속 업그레이드!

고석산 선배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민지 100주년엔 세계 최고의 롯데건설로 만들어가요.

강영수 Let's become the creator of the market

강태규 함께 만들어온 60년~ 새롭게 만들어갈 60년!

고성영 미래성장동력은 자산운영사업으로, 새로운 60년을!

강민호 달려온 60년보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롯데건설

강예린 100년 롯데건설까지 40년 더 파이팅!

강태년 정착 60년! 도약 60년!

고세욱 사랑의 롯데, 롯데건설이 이루어갑니다.

강병근 처음처럼! 다시 시작되는 60년!

강온석 더 도약하는 한 세기가 되길

강태인 롯데건설 100년까지 성장을 기원합니다.

고수찬 선배님들의 땀으로 달려온 지속성장 60년! 새로운 도전의 원년으로!

강병주 60년 초석이 600년 건설의 선두주자로

강용구 100년 롯데건설 가치를 만들자

강태헌 롯데건설...나의 삶과 더불어 LEGEND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고영건 세계를 향해 매일 전진하겠습니다.

VOICE OF LOTTE E&C
새로운 시작 - 3,118인 롯데건설의 목소리

고영건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롯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준영 하나된 롯데건설! 끝까지 함께 달립시다!

구승규 60년의 발자취, 향후 60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고영윤 60년 역사를 발판삼아 글로벌 롯데건설로!

공태현 100년 기업을 향해 앞으로 ~

구얼

고영훈 우리가 만든 60년 역사,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정진!

공희돈 내 인생의 롯데 ! 영원한 롯데 !

구자호 一갑자(60년) 내공을 주춧돌로 건설업계 고수가 되길

권순명 한국 속 롯데건설! 세계 속 롯데건설!

고용주 성장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자!

곽동협 향후 100년을 향한 힘찬 도약의 시작점!

구재두 60년 성장 DNA를 찾아 100년 기업으로 가즈아~

권순목 자랑스러운 60년의 역사와 함께 더욱 힘차게 달려갑시다

고원근 60년 역사를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한 회사가 되자!

곽두한 만 걸음을 향한 육십 걸음 롯데건설 forever!

구재모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발전합시다.

권순업 안전을 일순위로 생각하는 우리 롯데건설

고은호 내 인생의 LOTTO, LOTTE는 내 밥줄

곽범진 ‘기대’와 ‘기회’로 가득한 롯데건설

구정태 롯데건설 배지가 최고의 명품이 되는 그날까지…

권순영 60년간 이어진 고객의 사랑, 최고의 상품으로 보답하자

고재경 60년이 아니라 600년 이어가는 기업으로 나아가자!

곽범진 확인! 확인! 또 확인!

구혜원 역사는 계속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권순찬 롯데건설 60년을 뛰어넘어 100년까지!

고재명 글로벌 100년 기업으로 발전을 위하여

곽병완 60년은 기본 600년을 위해 RESTART!!

국빈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롯데건설

권순태 인생은 60부터! 롯데는 지금부터! 새로운 도약으로!

고재영 진정한 힘으로 60년을 지나 100년 기업이 되기를

곽수남 60년을 넘어 600년으로 역사에 남을 롯데건설

권경훈 60년을 넘어 100년으로 영원하길

권승현 롯데건설 100주년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재필 지난 60년의 노하우를 발판 삼아 더 크게 나아갑시다.

곽승호 롯데건설의 역사에서 60년은 도입부일 뿐

권규미 더 높은 곳을 향한 롯데건설의 빛나는 한걸음이길

권식

고진순 선배님들과 함께 걸어온 60년이 새시대의 성공 이정표가 되길…

곽연철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정진하자.

권기명 60년의 발자취를 담아 더욱 도약하는 60년을 준비하자

권영설 60년의 그 날을 되새기며, 롯데건설의 100년을 꿈꾸며

고진영 세계 최고기업 그 첫 번째 발자취

곽은석 더 튼튼하고, 안전하고, 아름답게 발전하자!

권대근 롯데건설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권영운 시련에도 기쁨에도 함께해준 롯데건설의 역사

고형욱 더 높고 넓게 뻗어가는 롯데건설이 되자!

곽재세 Live longer and prosper

권대원 60년 저력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권영재 롯데건설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호관 세계 속의 롯데건설,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곽재신 끊임없는 성장이 롯데건설과 함께 하길

권덕경 아들 딸이, 손자 손녀가 근무하고 싶은 롯데건설이 되자

권오방 어려움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영광의 60주년!

고희성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똘똘 뭉치자!

곽재욱 60년을 한길로 100년을 향해!

권덕근 함께 하는 우리기업, 밝은 미래를 기억하는 롯데

권오석 60년 롯데의 가치를 세계속의 미래가치로 만들자!

공기수 롯데건설 100년 향해 함께 가요~~

곽재훈 60년 롯데건설 언제나 변화와 번영을 꿈꾸길…

권도경 지금까지 같이 한 세월 앞으로 더 같이 할 수 있길.

권오형 세계로. 미래로. 롯데.

공민정 미래를 책임지는 튼튼한 롯데건설이 되길 바랍니다.

곽지원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롯데건설 ♥

권동혁 의미있는 해인만큼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용대 핵심역량 강화로 새로운 60년을 준비하자

공성태 롯데건설이여! 찬란하게 영원하라!

곽희중 전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발전했음 좋겠습니다.

권보미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를 넘어 세계의 랜드마크로 가즈아

권용빈 한국이 아닌 세계의 건설사가 되길…

공영배 롯데왕조 600년의 60년이 갔다! 2세대를 기대하라~

구경영 60년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사랑받는 롯데건설, 모두를

권상용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

권용석 100년은 기본, 천년 역사의 신라를 넘는 롯데건설

권성준 60년 성장을 발판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믿는다

권용수 피, 땀, 눈물로 이룬 60년! 세상을 바꾼 100년 롯데!

공용곤 60년, 국내를 넘어! 글로벌 건설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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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롯데건설이 되길!

살아갈수록 사랑받는 롯데캐슬을 위하여

권소혁 無恃其不來, 恃吾有以待也. 無恃其不攻, 恃吾有所不可攻也
권순강 앞으로 더욱더 특별한 롯데건설이 되기를

60년 롯데건설! 세계로 Jump up

공재규 두근두근,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롯데

구동욱 플랜트의 강자로 성장하는 롯데건설이 되자

권성진 세계의 중심으로 가자!

권우길 60년 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되새기며

공주의 60년 노하우로 글로벌 롯데가 되자!

구성훈 60년간 다듬고 빚은 역사의 불을 밝힙니다.

권세형 임직원이 행복한 회사, 고객이 사랑하는 회사가 되길!

권우정 6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자

김진

김경현 함께 만든 60년, 더불어 성장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김규철 建設正道 60年 600년 미래까지 이어지길 고대합니다.

권정걸 롯데건설 60주년 기술로 세계로~ 자자손손 키워가자

김가영 꾸준히 걸어온 60년, 찬란하게 나아가는 60년!

김경호 챙겨보지는 못 했지만, 앞으로는 자주 접하겠습니다.

김근철 승승장구 롯데건설 미래에도 계속 되자.

권준혁 더 많은 것을 이룰 롯데건설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김가은 롯데건설 60주년을 시작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환 100년 기업으로 향해가는 롯데건설! 자랑스럽습니다.

김근호 60년 기업 초석이 되어 미래로 세계로!

권진용 롯데건설, 한국을 넘어 세계로!

김건국 지난 60년, 600년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김경환 60년의역사, 롯데건설의 기록을 간직하겠습니다.

김금용 롯데와 함께 나은 미래를 꿈꾸는 당신은 롯데건설의 친구입니다.

권태국 이끌어준 60년 헛되지 않게 앞서나가겠습니다.

김건우 인생은 60부터, 롯데건설도 60부터

김경훈 롯데건설과 하나됨이 무궁한 영광입니다

김기대 환갑, 60년 진보된 롯데건설 이제 600년이다

권태수 글로벌건설사 롯데건설, 전세계 모두 함께하는 롯데건설

김건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자

김계호 ‘심상사성’ 마음으로 그린 일을 롯데와 함께 이루어요.

김기랑 100세까지 다니고 있기를

권태진 60년, 그 의미를 도약으로 100년 목표로.

김경균 나아갈 큰 발자국에 다같이 협력하여 가길

김곤섭 사람이 자산, 생각과 사고 좁혀 미래로 기틀 마련하자

김기백 30년 인연의 나와 우리의 영원한 롯데의 자부심이길…

권태형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김경근 롯데건설 역사를 이어받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김관중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롯데건설 파이팅!

김기성 모두가 주인이 되는 회사, 모두를 주인으로 만드는 회사

권해종 고객과 임직원이 계속 감동할 수 있는 롯데가 되길!

김경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롯데건설이 되길 기원합니다.

김광기 고객과 함께 가는 롯데건설 100년!

김기수 천수를 위한 롯데건설의 새로운 출발점

권혁민 롯데건설 사랑합니다.

김경달 변화에 적응한 60년, 앞서가는 롯데

김광대 즐거움을 함께 찾으며 나누는 기업이 되자!

김기영 지나간 60년보다 다가올 60년의 도약을 준비하자.

권혁수 주택공사의 기준 = 롯데건설 100주년까지 달성하자

김경렬 사람들은 집을 건축하고 롯데는 꿈을 건축한다.

김광래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롯데건설!

김기원 우리의 오늘은 롯데건설의 역사로 남습니다.

권혁진 60년 역사 롯데건설이 움직입니다.

김경률 백년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지속적 가치창출을 희망합니다

김광민 롯데건설 60년 발판삼아 세계 속의 롯데건설로 가자

김기정 60년 다시 태어나는 청춘이 될 것이다

권현택 백년대계를 향한 성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명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롯데건설을 위해 파이팅!

김광수 나의 발전이 회사성장에 기여하며 역사 속에 깃들 수 있도록.

김기준 내 청춘을 돌리도!!

권호석 앞으로 60년은 더욱 행복하길!

김경섭 롯데건설의 백년, 천년의 지속을 기원합니다!

김광안 앞으로 더욱 빛날 롯데건설의 60년

김기태 고객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롯데!

금관섭 내 곁에 우리곁에 언제나 함께하길!

김경연 회사와 임직원 모두의 성장을 바탕으로 밝은 미래를 위해

김광욱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더 힘냅시다.

김기형 글로벌 롯데건설 60년, 세계를 건설하겠습니다.

금원석 미래로 나가는 글로벌 롯데건설

김경용 60년의 발자취를 더듬어 600년을 향해 나아갑시다.

김군안 롯데 60년! 100년을 넘어서는 롯데건설이 되길!

김기훈 롯데가 만드는 보다 나은 가치, 보다 나은 미래!!

금창식 세계속에 우뚝 서는 건설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용 사랑과신뢰의 샤롯데 정신으로 편견없는 찬란한 롯데건설되자

김귀영 건설장비 안전관리 철저로 장비안전사고 ZERO!

김길수 60년 친구 롯데, 100년 미래 롯데

기광호 고객에게 사랑을, 고객 만족 일류 롯데!

김경인 60년 역사 바탕으로 회사, 임직원 모두 크게 도약하는 밝은 미래

김규동 대한민국 건설의 자존심! 롯데건설 100년을 향해

김길용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

기노현 롯데건설 100년 기업! 세계 일류기업으로 나가자~!

김경주 100년을 넘어 1000년의 희망찬 미래로 나가자~!

김규림 함께 한 60년, 함께 갈 600년

김나연 롯데건설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파이팅!!!

기전도 미래지향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경진 60년 전통 이어 100년 기업을 위해 새로운 미래로

김규범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롯데건설!

김나영 마부위침의 정신으로 60년 역사를 빛내겠습니다.

길녕현 삶의 가치를 담은 60년, 캐슬의 가치를 담을 기초로!

김경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브랜드 파워 1위 달성

김규범 하노이 현지에서 백년대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구 60년 바탕으로 100년을 향하여!

김경탁 롯데인의 자부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자

김규식 함께 달리고,웃고,호흡해왔듯 영원히 동행하겠습니다

김남겸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롯데! 아자 아자!

김남석 롯데건설 Good luck!!!

김덕진 함께 한 60년, 함께 갈 60년

김동준 롯데건설! 천고의 탑이 되리라

김명인 신뢰받는 기업, 롯데건설

김남선 롯데건설에서 그림자처럼 함께 하였음.

김도성 롯데건설 60년 사사에 혼을 담자

김동진 100년기업이 되는 그날까지 정진합시다.

김명준 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100년 기업의 토대를 만들자!

김남혁 주거품질을 혁신해온 인재들의 롯데건설

김도성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는 기업

김동진 앞으로의 60년을 같이하고 싶습니다.

김무호 진정한 혁신 기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논기 국내 건설의 선두를 이끌어온 롯데! 세계 선두를 이끌자

김도신 60년 역사 속 20년 내 인생 앞으로 같이 더 가자!

김동찬 롯데건설 영원 지속한 회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김문성 롯데건설이라는 자부심! 롯데건설이라는 책임감!

김다솜 나의 정년, 롯데건설의 100주년까지 화이팅!!

김도영 60년 역사의 롯데건설!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김동철 당신을 앞서가게 만드는 기업, 롯데건설이 이끌겠습니다.

김문수 우리나라 TOP4 될 때까지!

김대관 60년 롯데건설 미래를 이끌 Global기업이 되자.

김도영 대한민국 최고 건설회사 롯데건설 파이팅!

김동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김문조 100년 그 이상 항상 발전하는 모습과 더불어 거기에 동참하겠다.

김대성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60주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우 한국을 넘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자

김동하 오늘의 역경이 내일의 미래입니다.

김문태 60년 성장! 600년 사랑받는 아파트! 롯데캐슬!

김대연 60년을 넘어 100년의 역사를 향해서!!

김도형 60년 내공을 발판삼아 계속해서 최고의 자리에 서자!

김동하 자신있고 주저함 없는 걸음으로 70주년 향해 나아가자.

김문환 가족 같은 회사가 되자!

김대용 최고의 영원한 기업이 되길. 자긍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형 롯데건설 60주년을 넘어 영원한 기업으로!

김동한 60년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

김민경 60년 역사보다! 더 밝은 미래!

김대웅 100년까지 세계로 미래로 거듭 발전하는 롯데건설

김도형 롯데건설 어셈블 파워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김동한 오늘 우리의 하루가 100년 사사의 역사가 된다

김민경 모두 협동하여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자

김대원 항상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훈 마부작침의 정신으로 반드시 성공하자!

김동현 60년 롯데건설 자랑스럽습니다.

김민곤 60년을 넘어 새롭게 시작하는 100년을 향한 발걸음

김대일 롯데건설은 대한민국 역사의 미래다. 새 역사를 만들자!

김돈상 나의 청춘과 열정…

김동혜 스마트한 우리 스마트한 롯데

김민국 100년 기업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

김대종 앞으로의 대한민국 100년을 담당할 롯데건설

김동건 60년 역사 교훈 삼아 앞으로의 60년을 만들어 갑시다

김동훈 60년 롯데건설 600년도 거침없이 가즈아!!!

김민국 지금까지 이런 건설사는 없었다.이것은 예술인가 건설인가

김대중 세계인에게 인정받는 롯데건설

김동균 인생은 60부터, 우리회사도 새롭게 새출발!

김동휘 신뢰주는 기업, 사랑받는 롯데

김민규 60년이 아닌 600년까지 튼실한 기업으로 남길

김대진 고객에게 기술로 존중받는 롯데건설이 됩시다.

김동민 글로벌 기업의 전환점 60년

김동희 60년의 롯데! 600년의 가능성!

김민석 롯데건설 1세기 역사를 위하여

김대헌 뿌리 깊은 60년 역사에 맞게 견고함을 건설한다.

김동선 41년간 근무 영광!롯데건설 김동선 DAUM검색요망

김두수 60년 롯데건설, 100년 롯데건설로 만들겠습니다!

김민선 60년부터 더 기대되는 롯데건설

김대현 지난 60년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 60년을 향해 나가자

김동수 뿌리깊은 나무처럼 앞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김득룡 60년을 넘어 이제는 100년 기업으로

김민성 60년 기업의 역량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갑시다!

김대환 회사와 직원 모두 성장하는 회사가 됩시다.

김동완 딸 루아에게 사랑 받는 아빠의 직장이 될 수 있길!

김맹수 60년 롯데건설 글로벌 건설 기업으로 나아가자!

김민우 품질 1등, 안전 1등, 세계 최고기업 롯데!

김덕기 롯데건설 60년의 자부심, 임직원의 자긍심.

김동욱 60년 롯데건설 영원하길 기원합니다.

김명

김덕영 함께 한 60년 롯데건설 세계 속의 100년 기업으로

김동윤 세계로 뻗어나가는 롯데건설! 함께하는 미래!

김명섭 미래를 향한 제2의 도약! 저 높은 하늘로 고공비행하는 롯데건설!

김민정 666년까지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김덕진 4차 산업혁명, 롯데건설에서부터!

김동은 롯데건설의 과거와 현재의 기록

김명수 60년, 600년까지 꿈은 이루어진다

김민정 롯데건설의 60년의 가치! 자랑스럽습니다.

김덕진 변화에 대비해 온고지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김동주 세계로 나아가는 롯데건설과 함께 꿈을 이루자!

김명윤 대한민국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

김민철 뒤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겠습니다.

김준

선배님들이 만드신 60년, 함께 만들 100년을 위해

눈부신 성장의 60년, 더욱 찬란할 60년의 롯데.

LOTTE E&C History

권유경 60년 역사 속 나의 젊음이 함께 한 롯데건설!

1959 - 1977

글로벌 건설업계의 리더로 성장하자

김민정 60년 롯데건설, 함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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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E E&C 60th Anniversary Edition
김민환 60년 디딤돌을 발판으로 더 큰 도약의 한 해로

김봉갑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 우주로!

김상윤 건설분야의 GLOBAL LEADER

김선협 신입사원으로서 희망찬 떨림을 느낍니다. 파이팅!

김백준 미래를 향한 발걸음. 나가자! 롯데건설!

김봉겸 지난60년을 발판삼아 미래로!세계로!

김상윤 지금까지 시간보다 길 앞으로의 우리를 위해 파이팅

김선호 질적, 양적으로 계속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김범수 모두가 일하고 싶은 기업, 칭찬하는 기업의 선두에 서라

김봉주 60년 동안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롯데

김상준 변화와 혁신으로 대한민국 100년 기업을 이룩하자

김성구 우리들과 함께 한 60년, 세계인과 함께 할 100년.

김범중 롯데건설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롯데의 미래를 꿈꾸자~

김봉진 의지와 인내의 롯데건설, 건설업계의 견인차가 되다.

김상철 “60년 롯데건설”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김성군 지난 60년의 경험으로 다음 60년의 휘황을 창조하자

김범철 롯데건설 60살 축하~ 백살까지 만수무강 기원합니다

김봉찬 힘차게 달려온 60년, 다시 60년을 즐겁게 달리자.

김상현 건설의 핵심 롯데건설이 해내자!

김성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롯데건설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병근 진심을 다한 60년 모두의 선택은 롯데입니다.

김봉채 60년의 초석을 바탕으로 초일류 기업으로 발전하길!

김상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백년기업으로

김성민 60년 발자취, 미래로 나아가는 튼튼한 기반석이 되길

김병석 한 단계 더 앞서가는 롯데건설이 되었으면

김빛나 60년의 세월, 그 미래가 더욱 밝기를 바랍니다

김상현 새로운 6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

김성민 60년 선배님이 세우신 성 저희가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김병수 롯데건설 60년 전통을 넘어 글로벌 개척자로!

김빛나 기본과 원칙, 소통을 통한 롯데건설

김상호 60년 전 첫 마음으로, 600년을 바라보는 롯데건설!

김성민 앞으로 더 발전할 60년을 기대합니다.

김병오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롯데건설의 미래를 함께 만들자

김삼준 전 직원의 성장으로 회사의 내실을 굳건히 하자

김상훈 60년을 딛고 더 넓은 세상으로

김성석 60년, 100년을 넘어 영원한 기업으로.

김병은 언제나 내 집처럼

김삼중 60년 환갑을 맞이하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김서연 앞으로 나아갈 발걸음을 위하여

김성수 다음의 목표는 100년입니다

김병재 앞으로 펼쳐질 60주년이 더욱 빛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김상국 눈부신 발전상을 축하하며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가자!

김서오 대기만성! 새로운 60년을 향해 출발!

김성수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자

김병주 모든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회사의 밝은 미래를 만들자

김상민 60년 환갑의 의미처럼 새롭게 출발하는 한해가 되기를

김석동 Dear 롯데건설, Thank you for Accetping me as I am,

김성엽 60주년에 입사하였고 100주년까지 함께 할 수 있길

김병준 롯데건설 60년을 위해 더욱 힘내서 파이팅합시다

김상민 60년을 이긴 롯데건설, 100년을 향해!

김병진 최고의 가치를 만들겠습니다.

김상민 60년의 뿌리로! 불어오는 그 어떤 강풍에도 의연하길~

김석환 하나된 열정으로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미래로 나가자

김성용 롯데건설 파이팅

김병철 60년 역사를 넘어 100년 신화를 창조하자.

김상민 피와 땀이 스며있는 60년 역사, 롯데건설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김선곤 60돌을 맞아 새 각오, 새 도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우 롯데 60주년 미래로 나가자!!

김병헌 ‘호시우보’하여 롯데그룹의 자부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상석 60년 쌓아온 노력으로 국가의 근간이 되는 기업으로!

김선구 더 밝은 60년을 위해

김성운 롯데건설 천년기업으로 영원하길

김병현 역사를 잊은 이에게 미래는 없다 기억하자 60년

김상수 100년 장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김선동 변함없는 신뢰와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선도기업이 되길

김성원 Global EPC 큰 꿈을 향하여 Go Go!

김보성 60년의 성장, 100년까지 화이팅!

김상수 롯데건설의 더 큰 발전을 함께 도모합시다.

김선민 쌓아온 60년, 살아 숨쉬는 600년, 롯데 파이팅!

김성윤 600년까지 임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갑시다

김보성 행복이 있는 나만의 파라다이스 롯데

김상수 세계에 기억되는 초우량 기업으로 거듭나길!

김선아 항상 하루하루가 즐겁게~~~

김성일 아주 강한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김보얀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롯데가 더욱 성장할 롯데로~

김상연 Let's go beyond the world

김선연 롯데스럽게!!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말이 되길~

김성종 존경받는 롯데건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보연 고객과 함께하는 롯데건설, 살아갈수록 가치가 더해가는 롯데캐슬

김상용 드디어 회갑 롯데건설, 인생 제2막 롯데건설 함께해요 함께 갑시다.

김선일 6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롯데건설이 됩시다.

김성준 꽃길과 같은 롯데건설 안에서 나는 조금씩 익어갑니다.

김보훈 60년의 가치 600년의 자부심으로

김상욱 60년 역사가 만들어 줄 롯데건설의 빛나는 600년!

김선재 성과를 이룩한 60년 최고의 60년을 더 번창하도록

김성철 젊은 시절 함께 한 롯데건설, 남은 시절 함께 할 롯데건설

김성태 모든 국민이 사랑할 수 있는 건설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김수령 어제의 60년 노력들이 오늘의 롯데건설을 만들다.

김승우 100년 기업 롯데건설을 향해!

김영목 롯데건설의 힘. 여러분입니다.

김성택 희망의 빛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길!

김수연 백년토록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김승율 롯데건설 칠순도 넘어가자!

김영목 모든 분야에 선두로 앞장서는 기업, 롯데건설

김성현 60년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

김수영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고객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김승진 롯데 60년이고 자시고 자이언츠 우승하자

김영범 더욱더 발전하여 글로벌 그룹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승태 그동안 힘차게 달려온 롯데건설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김영삼 60년 동안 고생많았습니다. 600년 되도록 달려봅시다

빛날 수 있도록

김성호 미래의 기회를 준비하며 글로벌 마켓의 마중물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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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virtues and defects.

김성엽 평화의 롯데건설! 미래로 세계로 함께 하고픈 롯데건설!

김성호 지난 60년의 발전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 걸음

김수용 롯데건설이 걸어온 길이 대한민국 건설의 기준이 됩니다.

김승한 과거 60년보다 미래 40년을

김영선 초고층을 넘어 초일류 기업으로, 롯데건설 화이팅!

김성훈 급변하는 미래성장 → 과거습관을 탈피하는 것에서 시작

김수익 건강한 롯데, 행복한 롯데, 성장하는 롯데로 ^^

김승현 물려주신 성장의 60년으로, 찬란한 발전의 60년을 만들어 갑시다

김영수 더욱 깊게 뿌리내리는 '롯데건설'이 됩시다!

김성훈 백년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김수진 60년 롯데건설 파이팅!

김승호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는 건설인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성공과 실패를 발판삼아 희망의 미래를 꿈꾸는 롯데

김성훈 브랜드 가치 1위를 위한 여정 함께 하겠습니다.

김수진 롯데건설의 60년 역사를 함께 하여 기쁘고 영광이다.

김시관 지난 60년은 역사, 다음 60년은 신라

김영욱 60년 잠룡 롯데건설, 이제 하늘 끝까지 승천할 때!

김성훈 품질과 기술력으로 100년을 향해!

김수찬 60개국 진출의 롯데건설로-!

김시만 60년을 넘어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 롯데건설.

김영익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

김성희 고난과 영광의 60년사는 롯데건설의 밑거름

김수현 Build your future!

김시연 우리 삶의 터전을 건설해온 롯데건설 자랑스럽습니다.

김영인 더 많은 국가에 뿌리내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자

김세나 생활의 품격이 달라지는 롯데건설

김수현 함께 하는 롯데건설 함께 가자 미래로!

김시현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의 롯데건설을 이어받아 미래 건실히 준비하자.

김영일 롯데건설 60년, 세계로 미래로!

김세종 굳건히 세워진 지난날처럼 모두의 기쁨이 되길!

김순우 창립 6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업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신욱 100년 기업 롯데건설. 무재해로 가자!

김영주 60년 뿌리가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준 새로움을 창조하는 롯데건설

김순홍 세계가 원하는 롯데! 세계를 개척하는 롯데!

김아라 한걸음, 두걸음, 어느새 60걸음

김영준 함께 만들어온 60년, 함께 만들어갈 영원한 미래!

김세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김순희 60년이 100년의 초석이 되길

김양모 롯데건설! 꺼져가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촛대가 되리라

김영진 건설명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법

김소리 늘 처음과 같은 열정으로 더욱 발전하자.

김슬기 롯데건설 세계로!미래로!

김양현 60년간 다져온 저력은 세계로 도약을 위한 롯데의 역사

김영진 다 함께 멀리 나아 갑시다!

김소연 롯데건설의 60주년에 입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슬지 1~60까지, 60~100까지, 한결같이 같이 가요~~

김언진 내일은 오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롯데건설

김영진 초석을 다졌으니, 더 높게 나아가는 롯데건설이 됩시다.

김소영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롯데건설을 응원합니다.

김승

김연욱 60년 사사에서 600년 사사로

김영천 60년에서 600년까지! 사랑받는 롯데건설

김솔지 구촌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기업

김승경 60년을 넘어 더 성장하는 60년을 향해!

김영균 그냥 60년이 아니다. 100년 토대의 근본이다.

김영태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실천하고, 미래를 내다본다

김솔비 60년을 넘어 100년 기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김승곤 최고의 롯데를 만들어가는 롯데건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근 휘리릭 60년 세월, 이제 또다시 Jump! Jump!

김영태 지나온 시간만큼 다가올 시간도 영광이 함께 하길

김수곤 60년을 넘어 100년 기업 롯데를 향한 첫 걸음!

김승민 영원한 친구같은 롯데건설

김영덕 세계속의 롯데로 거듭나길

김영학 롯데건설 이름이 더한 성장을 통해 빛날 것을 확신합니다.

김수곤 60년의 사사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롯데건설을 위하여

김승수 자세히 보아도, 오래보아도 좋은 건축을 하자.

김영만 자신감과 전문성 갖고 최고로 나가자!

김영호 열정과 노력을 이어받아 영속적 기업으로 거듭나길

김수근 처음 생각 그대로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

김승옥 진정성 갖춘 100년 기업(구성원)으로 거듭나길...

김영명 60년 역사의 힘을 믿습니다

김영화 아시아 초일류에서 Global Top Tier로!

글로벌 리딩 컴퍼니를 향하여 Go Global!

김용현 외향보다 내실을 다져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 되자.

김은석 인생의 반년, 우리 후대 이상 세기의 기업으로 영원하기를

김재민 60년 롯데건설 희망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김용현 장하다 롯데건설 어느덧 창립 60주년 훌륭하다 롯데건설

김은태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건설사가 되는 그날까지 GO!!

김재민 또 다른 60년을 위해 초심을 잃지 말고 도약합시다

김영훈 롯데건설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길 바랍니다.

김용훈 더 넓은 시장 개척을 위해 우리모두 파이팅!

김은택 60년 노하우로 앞으로 더 전진하자

김재승 60년 우습다! 600년 가자 화이팅!

김영희 배우고자 한다면 무엇이든 주는 기업, 롯데

김용훈 대한민국의 NO.1이 될 때까지 역사는 계속 된다~

김은혜 사랑과 신뢰받는 100년 기업 롯데건설을 향해!

김재영 200년 이상 영속하는기업, 국내 아시아 세계 최고의기업

김예은 60주년 롯데건설 앞으로 60년 더 !

김우용 인생은 60부터! 롯데건설은 지금부터!

김은호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한 롯데건설 60주년 감사합니다!

김재찬 60년 수고했다. 100년 기업으로 가자.

김오균 60년을 저희 가족들과 같이 와줘서 고맙습니다.

김우창 60년에 이어 100년 기업에 도달!

김은호 새로운 도전! 지금부터 우리는 합니다.

김재철 60년을 넘어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자!

김완기 무궁한 사업부문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김욱

김을중 새로운 60년을 위하여!

김재호 앞으로가 기대되고 더욱더 빛날 롯데건설 파이팅!!

김완수 롯데건설 1등으로 가즈아!

김웅지 롯데건설 60년 금과 같은 역사를 일궈 지금이 되다.

김응용 1등하는 롯데캐슬 디자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환 100년 기업 이룩하세 !!

김완식 100년 기업의 그날까지

김원기 60년 기반으로 더 넓은 미래로 나아가자.

김응태 더 발전하는 60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재훈 늘 그래왔듯 모두가 사랑하는 롯데인이길!

김왕연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롯데건설을 세계로 이끌겠습니다.

김원기 지나온 60년 앞으로 미래로 600년 영원하길

김의근 롯데건설의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60년입니다.

김재훈 롯데건설, 존경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김용균 새로운 60년을 위해

김원석 항상 들어가고 싶은 곳 롯데캐슬

김의룡 You're not the only one

김재희 60년 롯데 축하합니다.

김용민 롯데건설 60년! 100년까지 힘차게!

김원식 동아시아를 넘어 남미와 북미까지 사업개척을 희망함

김의헌 언제나 롯데인…!!!

김재희 지내온 60년처럼 미래의 60년도 힘차게 나아가자.

김용영 우리가 가는 길이 순리로 가는 지름길.

김원일 아시아 TOP10을 넘어 글로벌 TOP10을 향해!

김인태 롯데건설이 앞으로 가야할 길은 실크로드뿐이다.

김재희 함께 꿈꾸는 60년 앞으로 나가자.

김용욱 100년 가즈아~~~ 건설명가 롯데건설

김유리 롯데가 이끈 60년! 롯데가 이끌 100년!

김인호 ‘Global’ 60년, New World 롯데건설

김정관 대한민국을 다져온 60년, 세계를 향한 앞으로 60년!

김용은 깊어가는 역사만큼 커져가는 자부심

김윤경 반세기가 넘는 경험과 노하우로 지속 성장하기를

김일건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롯데건설의 60년입니다.

김정권 함께 한 60년! 앞으로 60년! 함께 하는 롯데건설

김용재 60년 쌓인 롯데인의 피땀으로 100년 기업 만들자!

김윤미 뿌리깊은 나무처럼 진정성있는 기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일배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함께 가는 친구가 되길 바래요.

김정규 60년을 토대로 더욱 발전하는 롯데건설이 되길

김용재 롯데건설 파이팅!

김윤우 처음처럼 지금처럼 롯데처럼

김일성 글로벌로 향한 롯데건설의 미래는 영원하다.

김정규 명성 쌓는데 60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항상안전!

김용주 월드에서 타운타워까지 높이서 멀리보고 앞서가는 롯데건설

김윤태 60년 깃발을 세우고 새로운 60년을 향해 나가는 롯데

김일용 인생 60부터 시작, 이제 시작이다

김정기 롯데건설의 100년 이어 나가겠습니다.

김용준 60년 역사의 순간을 함께하여 행복합니다!

김윤한 좋은 품질과 제품으로 고객만족 경영 달성

김일태 I believe in “Lotte Castle”

김정남 미래의 100년은 우리들이 만들어가자

김용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더욱 비상하는 롯데건설이 되길.

김윤환 롯데건설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어 기대가 됩니다

김재경 60년 건설 노하우, 믿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정락 모두의 노력으로 모두의 롯데건설을

김용혁 세계의 롯데건설이 되자

김윤희 창의, 노력으로 이룬 60년! 기쁨과 충심으로 보답하자!

김재권 롯데건설 역사 60년, 글로벌 100년 미래는 우리 것

김정민 60년을 넘어서 100년의 역사, 새로운 도전의 출발!

김용현 상대적인 강점보다 인간적인 강점을 가진 기업

김은미 롯데건설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김재규 대한민국 건설부흥에 함께 한 롯데건설 우리의 자랑

김정박 지난 60년을 바탕으로 100년 롯데건설이 되길.

김정산 세계로 뻗어나가는 롯데건설의 새로운 출발점

김종민 2029년 아시아 TOP TIER 1 건설사를 향하여

김주원 열심히 앞으로 전진하자.

김준희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석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롯데건설 화이팅!

김종민 평생 기억에 남는 롯데건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주철 기술의 롯데건설, 100년을 기대합니다.

김중배 쉼 없이 달려온 60년 그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김정선 100년 기업 롯데건설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종선 롯데건설 60년 열정은 ‘처음처럼’

김주학 지난 60년을 발판으로 가치창조에 최고의 기업으로~

김중철 지나온 60년, 더나은 미래를 열어갈 초석이 됩니다.

김정수 오늘도 사사의 한 페이지를 채우는 날

김종성 100년 Lotte 미래로 세계로

김주호 선배님들의 노고에 누가 되지 않게 정진하겠습니다

김중호 회사의 철학과 경영이념이 담긴 예술작품이 되길!

김정욱 새로운 60년을 위해

김종수 Reach to the Top!

김주호 타기업의 모범이 되는 검색엔진, 롯데건설

김지선 반세기 넘어 완성, 백년의 꿈 글로벌 뉴리더로 성장

김정욱 한국의 롯데건설에서 글로벌 롯데건설로

김종수 롯데건설 60년 도전, 100년을 위한 새로운 미래

김주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롯데건설

김지용 6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의 강자로

김정진 잘 견뎠다 60년. 얼마 안 남았다 100년. 힘내자!

김종수 소중한 역사의 한순간, 우리가 만듭니다.

김준규 아시아 TOP10을 뛰어넘어 세계 TOP10을 향해!

김지율 60년의 밑거름이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김정하 롯데건설이 나아갈 미래에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김종수 지나온 60년 거울삼아 또다른 60년 미래를 열어나가자

김준기 세상을 바꾸는 기업

김지인 늘 도전하는 롯데! 더 높이 도약하는 롯데건설!

김정학 끈기와 열정의 60년, 영광과 번영의 100년

김종술 지금 롯데의 발자취는 뒤따라오는 이의 이정표가 되리라.

김준모 100년 롯데건설을 향해! 파이팅!!

김지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발전하는 기업으로!!

김정학 롯데건설의 뿌리를 찾고 역사를 보존하는 고귀한 활동에

김종욱 롯데의 미래, 사람이 희망이다

김준민 100주년까지 남은 40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김지혜 대한민국 일류기업이 아닌 세계 속의 희망기업을 꿈꿉니다.

김종운 Respect for history of Lotte enc

김준범 롯데건설 60년 우린 아직 성장 중!

김지환 미래를 열어가는 롯데인이 되기 위해 열정을 가지자!

김정헌 지나온 60년을 거울 삼아 더나은 60년을 준비하자

김종원 찾아가는 롯데건설, 찾는 롯데건설, 함께하는 롯데건설

김준상 60년 역사가 말해주듯 우리는 대단하다.

김지환 한 마음, 한 뜻으로 발전하는 롯데건설! 화이팅!

김정현 60주년 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김종윤 세계로! 미래로! 글로벌 탑티어 롯데건설

김준식 찬란한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 100년 지속성장을 위하여

김지훈 60년 역사 중 롯데건설에 일조하고 있음이 자랑스럽다!

김정호 지난 60년 넘어 앞으로 100년을 계획하는 최고 건설사가 되길

김종정 60년의 노하우로 100년, 1000년의 미래로

김준영 롯데건설 보건문화의 선두

김지훈 60년을 성장해온 롯데건설! 멈추지 않는 롯데건설!

김정호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롯데건설 글로벌로 나가자

김종찬 롯데건설은 100년 기업을 넘어 1000년 기업으로

김준영 이제 시작입니다~!

김지훈 60년의 경험을 다가올 600년의 기초로!

김정환 당차게 걸어온 60년 다가올 100년의 초석입니다.

김종철 롯데건설 60주년은 안전으로부터…

김준오 지양하며 발전하는 강건한 롯데건설, 세계로 도약!

김지훈 60년의 대장정, 앞으로도 같이 하겠습니다.

김정훈 60년 역사의 롯데건설에 몸 담고 있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김종태 함께 도약할 100년,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김준태 60주년이 되는 해에 입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지훈 60년이 600년이 되는 그날까지…

김정희 대한민국 시공, 안전 최정상의 건설사로 나아가는 원년

김종훈 60년 롯데건설, 이제부터 시작이다. !

김준현 과거와 미래가 밝은 롯데건설

김지훈 지난 발자취를 잘 살피어 향후 60년도 무탈하게!

김제한 60년을 넘어 100년 영속하는 세계 초일류로 거듭나길

김종훈 60주년 앞으로 브랜드 1위 달성을 위해 다 함께 노력!

김준현 노력 끝에 이룸이 있다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곤 앞으로의 60년을 위해 나아가는 임직원이 되겠 습니다.

김제현 함께 웃는 앞으로의 60년을 만들자!

김종훈 다시 뛰는 60년! 세계로, 미래로!

김준호 60년을 발판삼아 100년 기업을 목표로

김진국 60년 롯데건설! 자만하지 말고 다시 처음처럼

김종근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 함께 성장합니다.

김주연 롯데건설 60년 역사 속에 우뚝서길

김준호 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롯데건설이 됩시다.

김진명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김종모 대한민국 성장과 함께한 60年, 성장을 주도할 60年

김주원 60년 경험을 기초로 최고의 옥탑까지 쌓자.

김준휘 6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로. 세계로.

김진섭 조선왕족실록처럼 롯데건설 사사 편찬 600년까지~

밝히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롯데건설 60년을 넘어 100년 기업으로!

LOTTE E&C History

김영환 60년 롯데건설의 역사에 긍지를 가지고 우리 회사의 미래를

1978 - 1998

아낌없는 응원과 찬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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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60년에 安住하지말고 더 前進하며 發展하자

김창순 100주년이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기 역경과 고난은 있을지라도 롯데에 역사는 영원하리라

김태훈 Page 60 in a pageless book

김진수 Love & Trust 롯데건설

김창순 끝없이 전진하는 롯데건설이 되기를

김태린 나와 함께 한 고작 1년? 그 누구보다 열렬하게 축하해요~

김태희 도전과 미래 롯데건설 100년을 향해

김진애 아듀 60년 ! 웰컴 60년 !

김창식 60년의 발자취를 따라 100년을 향해

김태수 60년 성장을 기초로 삼아 더 높은 곳에 닿기를!

김판길 시대와 더불어 즐거움을 찾고 함께 나누는 기업이 되자!

김진업 한국 건설역사를 선도하는 롯데건설 60년, 100년 역사를 향해

김창학 브랜드 1등이 되는 그날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길

김태식 지속성장을 통해 100년 신화로!

김풍년 롯데건설 60년 미래로 세계로~

김진엽 무재해 60년 달성!브랜드 1위 달성!

김창현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미래로 뻗어나가는 롯데건설!

김태양 롯데way! 공간을 담은 사람을 담은 하이엔드 주거공간

김필상 미래를 만드는 롯데건설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김진우 롯데건설 60년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김창현 역경 이겨낸 60년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가자!

김태엽 커다란 대양을 향한 힘찬 노젓기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김하나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김진욱 Beyond E&C 60 years from now!

김창환 60년 역사만큼이나 뜨거운 열정과 정렬로 지속되어가기를

김태완 On going concerning forever!

김하나 무한한 도전정신으로 일러온 60년을 발판으로!

김진욱 경축 60주년! 100년의 근간은 ENG로부터!

김채린 롯데건설의 건축물을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김태완 고객과 함께 영원히, 지속가능한 회사

김학봉 “하나된 魂으로 100년기업 롯데건설을 우리 손으로”

김진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롯데건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채원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롯게건설 파이팅!

김태완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의 최고기업 롯데건설

김학성 60년을 넘어 100년, 200년까지~

김진헌 지금까지 함께 한 60년, 앞으로 함께 할 60년

김천복 보다 더 건강한 롯데! 안전한 롯데! 화이팅!

김태완 튼튼한 기업이 역사와 가치를 만든다. 그것은 롯데건설!

김학용 롯데그룹 속의 건설이 세계 속의 건설로

김진혁 자신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 100년까지 가자.

김철성 60년 후 60배 성장!

김태용 불굴의 의지로 미래로 건설~!!!

김학일 60년 초석 위에 존경받는 글로벌 100년 기업으로!

김진현 60년의 경험을 발판으로 글로벌 롯데건설이 완성됩니다.

김철우 국내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롯데건설로!

김태우 함께 가는 친구, 영원히 함께 하길

김학철 시작도 롯데! 마지막도 롯데! 파이팅 롯데!

김진호 롯데건설 600년까지!

김철홍 60주년 롯데건설 나의 모든 것

김태윤 60년이 600년이 될 수 있도록….

김한기 롯데건설의 미래도 영원할 것이다

김진희 100년이 넘는 기업이 될 수 있게 기여하겠습니다.

김춘호 롯데건설 60년,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김태정 고객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김한울 60년을 토대로 100년을 뛰넘는 기업이 되길

김진희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롯데로~!

김충겸 60년간의 변화를 기억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김태주 의미있는 60년, 만들어갈 100년

김한태 60년을 넘어 100년 회사로

김찬수 롯데건설 100년을 향해 가고 싶습니다.

김태경 60년 역사에 한부분 함께 한 시간 자랑스럽습니다.

김태진 100년 기업 롯데건설 가즈아~~~

김해련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 롯데건설이 되어주세요.

김찬승 우리가 앞서서 나가면 뒤에는 새로운 길이 생길 것이다.

김태경 Go! Global Company~

김태헌 우리 모두 70주년에도 만나요~

김해진 영원히 존경받는 기업 롯데건설

김찬익 가족같은 울타리가 되어준 롯데, 영원히 이름이 남길…

김태경 롯데건설 태어난 해! 초심과 같은 마음으로 개척하자!

김태헌 함께 성장하는 100년 기업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

김혁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김찬호 60년을 발판 삼아 전 세계로 뻗어가자 !

김태경 우리 회사의 6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김태형 60년을 넘어 희망찬 100년으로!

김현

김찬환 100년의 미래로… 롯데건설 파이팅

김태균 사즉생의 각오와 함께, 기본으로 돌아가자!

김태호 Global lead constructor LOTTE

김현균 60년동안 롯데건설의 성장과정을 되짚어보며 더 나아가자

김창기 뿌리가 튼튼한 100년 기업으로 나가자

김태기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세계적인 건설사로 가자!

김태호 롯데건설 여러분 축복·행복·극복 하시길 빌어요!

김현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Lead하는 롯데건설!

김창수 60년 발자취를 이어 100년 기업으로

김태기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롯데건설 파이팅!

김태훈 60년의 에너지로 600년간 세계로 미래로

김현민 앞으로의 60년은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김현수 롯데건설의 지속적 혁신을 주도해 나갑시다.

김형연 인류의 미래를 위한 롯데건설 파이팅!

김환철 Lotte Offers Trust Than Expected

나자헌 롯데 60년, 나의 12년, 나의 젊음이 앞으로 쭈욱 가즈아

김현수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거야!!

김형준 초심에서 다시 시작 ! 100년까지 쭈욱~!

김효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100년 기업이 되길

나지윤 세계로 미래로 100주년까지!

김현수 지나간 60년, 새롭게 열어갈 60년

김형준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하는 롯데건설인이 되겠습니다.

김효종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항상 배움의 자세로 나아갑시다!

나하늘 60년을 넘어, 세계로 나가는 롯데건설!

김현숙 가치와 품위 있는 기업! 더욱 발전하는 기업이 되길!

김형중 프리미엄 롯데캐슬 DETAIL로 BRAND 가치 1위

김효중 앞으로의 60년을 위해 롯데건설의 미래를 만들자.

남건욱 60년 사사로부터 미래의 60년이 기대되는 기업!

김현우 모두가 함께 걸어온 60년 앞으로도 영원하길

김형진 롯데인의 핵심가치 실현

김희내 미래는 여기 있습니다.

남계학 60년을 발판삼아 100년, 200년 도약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김현웅 60년은 시작일 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go go

김호기 글로벌 선도기업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김희만 100년을 계획하는 롯데건설 파이팅!

김현웅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롯데건설!

김호승 60년을 넘어 100년 캐슬을 향해! GO! 롯데건설!

김희석 60년의 Know-how를 가진 4차산업의 Leader

남기범 60년 역사에서 저와 10년간 함께한 롯데건설, 감사합니다!

김현종 달려온 60년, 성장할 롯데건설

김호식 국내를 넘어 Global Top Tier로 가자 가자!

김희옥 글로벌 롯데로서의 더 큰 도약을 기원합니다.

남기현 플랜트가 주도하여 60년을 넘어 100년으로!

김현진 600년 사사편찬하는 그날까지!

김호연 60년 롯데건설.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김희윤 지나온 땀과 열정의 발자취가 기업의 역사로 승화되길…

남득우 미래를 이끌 건설 전문가, 우리는 롯데

김현채 60년의 역사를 넘어, 200년 롯데건설을 위해!

김호영 60주년인만큼 중요한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김희조 인류의 모든 일상은 롯데를 통하여

남상영 길 없는 본래의 땅 위에 사람이 길을 만들어 나간다.

김현철 고객과 함께 걸어온 60년 롯데건설! 앞으로도 쭉!

김호정 100주년 되는 해까지 더 번창 기원합니다.

김희중 백년기업으로의 새로운 출발점

남아송 4차 산업혁명, 건설 발전의 우수건설사 롯데!

김현철 안전 지금입니다..!

김호진 아시아 TOP10을 넘어 글로벌 TOP10을 향해 가자!

김희진 우리 곁에 항상 롯데가 함께 해요

남용우 60세 이수의 롯데건설 100세 상수의 롯데건설로!

김현호 롯데건설 100년 가자!!

김호현 선배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관 60년 전통으로 더 좋은 품질로 60년 뒤까지 파이팅

김홍갑 60년 롯데건설이 600년 1등 롯데건설로 가자가자~

김형규 그동안 걸어온 60년과 또 다른 시작을 향하여!

바람과 파도는 항상 가장 유능한 항해자의 편에 선다.

좋겠습니다. 화이팅!

남은영 걸어온 60년보다 걸어갈 60년이 기대되는 롯데건설
남정한 60년을 지나 100년 200년을 향해

김홍규 롯데건설 100주년은 글로벌 EPC로 성장한 세계기업

㉡
나동헌 제2의 도약, 백년기업 롯데건설!

김형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롯데건설을 만들어 나가자.

김홍석 내실을 다져온 지난 60년, 도약할 앞으로의 60년.

나문수 은근과 끈기로 최고의 기업 롯데건설로~

남정훈 롯데건설이 No.1이 되는 그날까지!

김형동 지나온 역사를 잊지말고 이를 기초로 다같이 나아갑시다

김홍업 롯데건설 브랜드가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가 되는 그날까지

나민혁 60년의 초석으로 600년 이상 번창하길 바랍니다.

남주현 60년 사사를 기반으로 미래를 구축하는 롯데건설!

김형민 60년간 쌓아온 경험,힘을 바탕으로 이제 힘차게 나아 갑시다.

김홍일 60년 역사! 더 멋진 롯데건설로 계속되다!

나민호 60년 역사를 함께 한 임직원 여러분 축하합니다.

남주현 초고층 분야의 리더, 롯데건설 화이팅.

김형석 60년경험을바탕으로세계초일류 기업으로도약하자

김홍한 100년 대계로 나가자.

나상영 새로운 변화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남중식 80년 사사 편찬에도 내가 포함되길…

김형석 새로운 60년의 ‘롯데’를 베트남에서 맞이하며

김홍현 자부심과 긍지를가진 영원한 롯데인으로!

나상운 기본으로 돌아가자.

남창원 롯데건설이 건설 역사의 중심이 되도록......

김형선 롯데건설 가족 모두 행복하세요

김화진 하나된 우리가 벌써 60년! 앞으로도 영원히!!

나영관 고생했다. 고생한다. 해낼거다.

남천호 롯데건설 내 후손들의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하길

김형수 성장하는 ‘롯데’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김환중 60년 지혜를 담아, 롯데의 행진은 계속된다!

나영석 잘 버텼다 60년~ 이제는 도약 100년!

남태호 혁신과 열정으로 빛나는 미래를 창조하자.

남정환 굵고 길게 가기를 기원합니다

㉢
도광수 세계로 뻗어가는 롯데건설, 같이 한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류지흔 대한민국과 함께 한 롯데건설, 세계와 함께 할 롯데건설

문성진 SPERO SPERA

남형직 지난 60년보다 더욱 성장하는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류한필 롯데건설의 빛나는 과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입니다.

문영진 세계로 미래로 그리고 최고의 기업으로!

남혜원 우리의 땀과 열정이 세계적인 기업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도남영 향후 100년 기본이 튼튼한 롯데건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류현욱 100년의 건설대업을 위한 땀방울이 되겠습니다.

문용기 롯데의 DNA로 헤쳐나갈 새 역사에 책임을 느낍니다.

남효근 한마음 한뜻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롯데건설!

도명현 대한민국과 함께 걸어온 롯데 이제 세계와 함께 갑니다.

류현일 지켜온 60년, 세계로 뻗어가는 60년!

문용석 60년의 피, 땀, 눈물. 롯데의 도약은 지금부터~

내종관 뿌리내린 60년, 열매맺는 롯데건설

도성구 60주년 롯데건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류호건 롯데건설은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인효 우리들이 땀흘려 일군 60년, 초우량 기업으로 도약하자!

노건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롯데건설!

도신호 사랑받은 60년, 롯데건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가자.

류호승 하늘 끝까지, 땅속 끝까지 개발하는 롯데건설! 파이팅!

문일영 지난 60년의 영광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광식 대한민국 발전에 롯데건설 60년이 함께! 앞으로도 쭉!

도영서 나날이 존경받는 기업으로 우뚝서기를.

노규현 역경 이겨낸 롯데건설의 저력, 글로벌 100대 기업 도약을 준비합시다.

도제경 앞으로의 롯데건설 60년이 기대되는 건설사가 되리!

노도환 대를 이어 일할 수 있는 롯데건설!

도진록 “껌 좀 씹었네”라는 사람은 알지. 롯데가 좋다는 걸

노동호 60년 노하우로 국내를 넘어 세계 속 롯데건설을

문장식 벌써 30년, 롯데여 영원하라!!!
문준영 롯데건설 100년 사사 때 가장 중요한 사업부문으로 자리잡겠습니다.

㉤
마명수 한결 같은 기풍을 지니고 미래를 이끌어 가는 롯데건설

문준혁 새로운 도전을 위한 60년의 준비

마영균 평생을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 롯데건설!

문지현 60년을 이룬 집념, 시작의 마음가짐 기억하는 건설이되자

마한별 뜻깊은 60년보다 더욱 빛날 미래를 향하여

문찬욱 세계로 나아가는 기업으로 꾸준히 발전하는 롯데건설

노사준 60년 찍고 100년 가즈아~!

㉣
라상욱 지금이 시작이다.

마향란 창의성과 도전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여 꿈을 실현하자

문태성 우리 롯데건설의 무사고,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노용삼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롯데건설 파이팅!

류경철 PC사양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 열심히!

마효나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항상 기억하자

문택주 영속하는 롯데건설이 되기 위해 한마음으로 뜁시다.

노윤석 건강한 롯데건설이 되길 바랍니다.

류남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대표하는 회사가 되기를.

명자훈 해외에서 인정받는 Global 건설회사가 되자 !

문푸른솔 60년의 열정! 꿈을 공유하는 롯데건설 파이팅!

노인환 대한민국 누구나가 사랑하고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자

류동규 과거 60년과 미래 60년 사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현석 롯데건설의 역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문형수 우공이산, 최고를 향한 롯데건설 60년 현재도 걷는 중

노재현 롯데건설 땀과 노력으로 60년! 이제는 세계로!

류문기 롯데건설 60년! 꺼지지 않을 불길로 타올라라!!

문경언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을 닮은 기업

문형인 60년은 1회 다시 돌아왔다는 뜻, 새로운 60년 향해

노청록 앞으로의 롯데건설의 역사에 기여하겠습니다.

류병정 롯데건설은 일단 123년은 간다.

문경현 기술안전으로 안전사고 Zero 좋아!

문형재 롯데건설 60주년을 축하합니다. 6000년까지 영원하길 아니 60000년

노향실 행복지수 가득한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류성진 100년을 국민과 함께 롯데가 함께 합니다.

문동근 지금까지 시간보다 앞으로의 우리를 위해 파이팅!

문혜선 롯데건설 60년. 자랑스럽습니다!

노현성 국내 최고를 넘어서 아시아 TOP10으로 가즈아~

류영종 대한민국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 최고의 기술력 롯데건설

문두호 耳順의 세월. 열린자세로 많이 듣고 행하길~!!

문효정 세계의 롯데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미래를 꿈꿔봅니다.

노현수 이 회사의 주인은 우리!

류재일 직원들이 진정 사랑하는 롯데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문드미뜨리

노현진 자랑스러운 롯데의 60년, 해외로 세계로 미래로!!

류종욱 지금까지의 60년보다 더 찬란한 앞으로의 60년이 되기를!

문만주 맛있는 롯데, 살고 싶은 롯데, 60년 미래도 롯데

민경철 주택 및 산업기반 건설을 위한 노력을 계승하겠습니다.

노홍재 소중한 60년을 토대로 찬란한 미래로 나아가자!

류지숙 大同團結(대동단결) 롯데! 아자! 아자!

문상용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롯데건설

민경표 더 발전할 롯데건설과 함께 하겠습니다

민동규 롯데캐슬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박광상 아시아의 롯데에서 세계 속의 롯데로

박동식 60년을 넘어 100년까지 나아가는 롯데건설이 되자

박병진 롯데건설 사랑합니다!

민병규 60년 경험을 초석삼아 재도약 하기를 바랍니다!

박광석 환갑을 맞는 롯데 변화와 젊음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박동원 60년을 넘어 100년으로 가자! 좋아좋아좋아!

박병탁 뭐! 일단 100년까지는 쭉 가보자

민병윤 기본으로 돌아가 세계로 나아가자

박구태 롯데건설 70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향해~

박동준 초고층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기업으로 나아갑시다!

박병훈 행복을 짓는 정직한 기업! 롯데건설!

민용철 안전혁신으로 미래 롯데안전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국동 역사를 쓰고 미래를 열자!

박동현 세계 속의 롯데건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보순 미래 100년, 존경받는 기업으로 우뚝 서 있기!

민지윤 60년 역사에 일부임이 자랑스럽습니다

박규영 세계의 롯데건설! 초인류의 기업으로 성장하길!

박동희 롯데건설의 역사를 바로 알자!

박보현 혼신의 힘을 다하여 100년 기업을 만들어가자

민철웅 60년 지켜온 롯데건설, 후대에도 존경받는 기업이 되자!

박규하 축! 롯데건설 60년! 100년을 향한 큰 걸음.

박명근 60년을 넘어 롯데건설 역사에 한 축이 되어야겠다!

박봉두 60년 롯데의 저력, 백년기업으로 거듭나시길!

박규학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 롯데건설

박명근 앞으로 60년 후를 생각하자

박봉울 롯데건설인 모두가 행복하게 회사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
박강민 처음처럼, 우리와 함께 영원한 롯데건설!!!

박근영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롯데를 위해 파이팅!

박명수 앞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만드는 기업, 롯데

박상규 더 나은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박근환 더 높은 곳으로 향해 달려가는 롯데건설!

박명철 100년 앞을 내다보는 건설사의 리더로 남길

박상근 또 하나의 가족, 롯데! 롯데인이어서 행복합니다.

박강호 이대로 쭉 가즈아!!

박기만 무수한 위기를 넘고, 벽을 허물어 사람들과 가까워지길

박명호 안주하지 말고 더 큰 역사를 만들길.

박상섭 가파른 성장의 사사, 이젠 기본으로의 내실 강화를 위해

박건일 600년 넘게 발전하는 롯데건설이 되기를

박기문 앞으로 600년 가즈아~

박무령 耳順의 이치를 넘어 Trend Setter로 나가자!

박상수 박차고 상승하도록 수없이노력하자

박경동 두번째 회갑까지... 계속 파이팅!!

박기성 새로운 미래를 여는 60년 전통의 롯데건설!

박민철 저력있는 롯데건설,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NO.1

박상신 60년을 돌이켜보고 성장하는 롯데건설이 되길 희망합니다

박경만 글로벌 롯데의 주인은 우리 모두입니다.

박기성 안전하고 정직하게 600년까지!

박민호 60년을 넘어 100주년까지 파이팅!

박상언 우리의 땀과 열정을 더 빛내서 100년 롯데건설로…

박경미 60년 쌓은 내공 100년 롯데의 가치를 만든다.

박기태 60년을 축하하며 100년을 위해 모두 하나가 됩시다.

박범상 항상 발전하는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박상영 행복을 만드는 롯데건설

박경수 100년까지 함께 달려가자.

박기훈 믓찌다 롯데, 함 해 보입시다.

박범신 앞으로의 60년을 향해 파이팅합시다!!

박상욱 글로벌 NO.1 ~!

박경진 60년 역사 나와 우리를 잇는 롯데건설, 가자 세계로!

박내익 새로운 60년의 시작, 60년 뒤 국내 최고 기업 달성

박병문 백년대계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

박상원 선배들의 고생으로 이룬 명가, 후배가 이어가겠습니다

박경진 그냥 좋은, 그저 좋은, 왠지 좋은 롯데건설

박단아 60歲길목에서 세계의 길로 향하는 롯데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병선 60년 롯데건설 100년 기업을 위해 한발한발 나가자

박상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GLOCAL 롯데건설!

박경진 롯데건설 60년 축하합니다.

박대준 초심을 잃지 말자

박병선 고객에게 풍요로운 삶을, 직원에게 행복한 미래를

박상준 어제와 같은 내일로~ again 60!

박경진 안 되면 될 때까지 지면 이길 때까지 모르면 알 때까지

박대환 60년 열정! 이젠 숙성된 감각으로 포인트를 찾아내자~

박병식 너와나의 연결고리, 안전

박상현 60년 역사를 발판으로 힘차게 도약합시다!

박덕재 랜드마크의 선두주자 롯데건설

박병욱 새로운 100년을 향해가는 롯데건설의 뿌리를 찾아서

박석원 60년을 넘어 100년으로!

박경한 60년 자랑스럽다. 70년 때는 더 멋진 모습이 되자.

박도경 롯데건설의 100년도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박병주 나 너 그리고 롯데. 우리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

박석진 롯데건설 60년! 지나온 과거를 일삼아 미래로 나가자!

박경호 롯데건설 100년, 200년의 역사를 위하여

박동수 롯데건설 60년, 정통 플랜트 EPC 원년선언!!

박병주 롯데건설 100년 기업을 디자인하다

박선규 튼튼한 뿌리가 되도록 올바른 전통을 세우고 발전시키자.

노병문 새로운 변화 속에 성장해 온 롯데건설 앞으로도 영원하길!

대대로 자손만대까지

LOTTE E&C History

남형기 90주년, 100주년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국적 기업 되기를 바랍니다.

민경찬 지난 60년은 앞으로의 100년에 밑거름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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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홍 100년 기업으로 도약! 그 첫걸음은 나부터

박수한 세계로 미래로 나가는 건설사로 우뚝 서도록 합시다

박용신 60년 역사에 동참해 감사하고, 새로운 60년으로 나가자!

박재범 다시 시작!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Restart!

박성남 동고동락한 동료들과 앞으로도 영원히

박수현 100년 건설 도약을 위한 안전경영 실천

박용준 600년의 미래를 위한 자기반성의 시간

박재석 롯데건설과의 첫 현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박성만 인생은 60부터 시작이다!

박수화 롯데건설 60년을 넘어 600년까지

박용철 롯데건설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석 앞으로 더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박성수 시대에 끌려가지 않는 뚝심있는 롯데가 되기를

박수환 60주년 기념삼아 해외로 뻗어가자

박용호 롯데건설 60년, 그간의 눈부신 업적을 기립니다

박재섭 글로벌 롯데건설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지나온 60년, 나아갈 100년

박순관 미래를 진취해나가는 롯데건설이라 자부심을 느낍니다.

박우철 반세기 동안 고생했어. 앞으로 더 달려가자!

박재성 롯데건설 60년 여정, 보상 받을 미래

박성순 60주년의 기운을 받아 새로 도약하는 롯데건설!

박순전 60년 롯데건설 영구(永久)하라

박운기 앞으로 60년 글로벌 대표기업으로 힘찬 출발!

박재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롯데건설이 되길

박성열 롯데캐슬에서 나아가 롯데킹덤이 되는 날까지

박순현 100년을 능가 정상의 자리에 올라 신화 이룩한 롯데건설 위하여!

박운열 일갑자의 격랑을 이겨낸 우리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됩니다

박재우 나는 6년차 60년 롯데건설 600년까지 화이팅

박성우 다음 60년도 이처럼 나아가자! 롯데건설

박스칸 롯데건설 하나되어 세계로 하늘로 터널로

박원삼 최고의 품질, 최고의 수준, 최고의 기업

박재우 롯데건설! 100년, 200년을 향해 세계로 가자.

박성은 쇠붙이로 기물을 만들 듯 끈기로 모든 일을 성취하자

박승민 축하합니다. 60주년! 100주년 롯데건설이 되기를.

박원상 60년의 전통을 이어 받아 세계로 나아가는 롯데건설!

박재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박성주 60년 경험을 토대로 제4차 산업의 개척자로 도약하자!

박승진 인류의 역사 인류의 미래 롯데건설

박원화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롯데건설’

박재필 60년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롯데건설 자랑스럽습니다.

박성준 누가 뭐래도, 우리 롯데家 짱이야!

박승현 60년의 역사, 최고의 건설사 직원임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박유건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함께 하는, 살아있는 역사 롯데건설

박재한 과거는 서막에 불과하다

박성준 지난 60년을 발판삼아 도약하는 계기가 되자.

박승호 농자 천하지대본, 롯데 건설지대본

박유진 60년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 100년 기업 가자

박재한 무재해로 나가자! 100년 기업 롯데건설

박성진 600년 가 봅시다.

박영국 롯데건설 100년을 향해~세계로~!미래로~!

박윤석 60년을 넘어 100년 기업으로 대표 건설사가 되기를!

박재현 60년의 기다림, 새로운 롯데건설로 도약하길 바랍니다.

박성현 P2R1DEOATPP3BOILER 플랜트 LEGEND.

박영근 한국건설을 선도하는 대표기업 더욱 빛나는 60년을 이끌어 갑니다

박은병 100년 롯데건설! 현재를 완벽하게 미래를 가치있게!

박재홍 Asia No.1 롯데건설을 목표로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박성현 최강 롯데건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박영민 Per Ardua ad Astra…

박은서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

박재홍 롯데건설 파이팅! 아자 아자 600년 가자~

박성호 60년 역사를 밑거름으로 앞으로 60년 뻗어나가요.

박영서 국내 최고 건물의 자부심으로 세계 최고의 품질에 도전하자

박은수 40년 뒤 세계를 넘어 우주로! 미래기업 롯데건설!

박정국 60년 후에도 초심을 유지하는 회사가 되기를

박세종 세계를 선도할 롯데건설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박영수 60년 신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국 고객이 100% 만족하는 기업으로 나아가자!

박정규 사회의 첫 발을 함께 하고, 현재 가족을 있게 한 롯데건설 영원히!

박세진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박영오 롯데여! 600년을 바라보라!

박인주 축하합니다. 60주년! 세계의 롯데건설이 되기를.

박정렬 NO.1을 넘어 ONLY.1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박소영 어제의 60년보다 내일의 60년이 기대되는 롯데건설!

박영천 도전 도전 또 도전 Vamos!

박인호 60년 후에 다시 만나요.

박정용 롯데건설 60년을 향해 열심히 달려 봅시다

박손곤 국내를 넘어서 해외주택으로도 성장하는 롯데건설을 만들어 나가자

박영훈 세상의 변화에 맞춰 성장하는 롯데건설!!

박장용 60년 저력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우 60년롯데건설,전세계에서인정하는건설회사로나가자!

박쇠돈 I.YOU.WE.LOTTE 모두의 성장을 기원합니다.

박예리 롯데타워, 아시아를 넘어 태평양을 넘어 가즈아

박장일 100년을 향해 롯데건설 파이팅

박정우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이어받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자

박수영 작은 성과들이 축적되어 진정한 업적으로 탄생될 것이다.

박예림 롯데건설의 역사보다 더욱 기대되는 미래!

박재민 우공이산 최고를 향한 롯데건설 60년, 현재도 걷는 중

박정윤 새로운 도약, 새로운 100년

박정임 푸른 청춘을 함께한 롯데건설이여 희망찬 미래를 건설해봅시다!

박주한 롯데건설 60년을 넘어 100년으로 함께 가자!

박지만 지속적 성장으로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이 되길.

박창우 시대의 트렌드가 되는 건설사로!

박정진 미래에 항상 앞장서는 롯데건설입니다.

박주현 60년간 갈고 닦은 초석, 미래를 향한 기틀이 되길

박지웅 100년을 향한 60년의 기지개

박창훈 60년 저력으로 600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박정필 글로벌 Top10 건설사로 도약하는 힘찬 한해가 되기를

박주호 숲을 보는 허파 같은 회사, 당신 곁에 있습니다.

박지웅 자랑스런 역사를 이어받아 주인의식을 갖고 오늘도 열일!

박천석 국내에서 최고, 세계에서 최고, 롯데건설 최고

박정호 유행을 만드는 롯데건설!

박주호 초석 다지는 데 60년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박지웅 향후 100년, 200년 세계 최고 건설회사로 도약

박철

박정환 60년의 밑거름으로 이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박주훈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주위를 살피자

박지원 나의 곁에서 늘 함께 해줘서 고마워.

박철희 Our 60th will be the Myth.

박정훤 60년을 기반으로 600년의 롯데건설을 짓는 그날까지!

박주희 60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지은 함께 성장하는 롯데 100년을 향해 나아가자!

박충민 Global Leader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를

박종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준구 耳順: 판단이 성숙하여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나이

박지철 내가 참여한 건물을 60년 후 내 자손이 볼 수 있기를

박태완 생활에 빛이 되는 롯데건설! 함께 빛나겠습니다.

박종대 나도 롯데캐슬에 살고싶다

박준규 롯데건설 찬란한 60년 역사 앞으로

박지호 성공보다 가치있는 사람이 되고싶다.

박태훈 선배님들의 노력의 60년,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박종민 롯데 롯데 롯데 롯데 승리의 롯데~!

박준범 60년 롯데건설 더욱 번창하여 초인류 기업 기원

박지효 두 걸음 더 나아가는 롯데건설이 되자!

박하현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한 용기와 인내를 응원합니다

박종석 새로운 먹거리의 First Mover가 되길!

박준범 롯데건설 100년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박지훈 60년이 600년이 되는 그날까지

박한진 국내 Top Global 고지 점령을 위하여 Go Go

박종설 새로운 시작 100년의 미래로

박준영 60년을 지켜왔고 앞으로 100년을 넘어 영원하길...

박지훈 사랑 받고 존경 받는 회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현배 건설문화를 선도하는 롯데인이 되겠습니다.

박종영 세계적 건설사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박준영 세계시장에 이름을 더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박진만 롯데건설 백년지대계를 위하여 하나로!

박현범 선배님들의 피땀, 더 나은 삶의 가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박종욱 600년 이상 건실한 건설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준용 THE BEST COMPANY LOTTENC

박진석 60년이라는 세월의 감회가 무궁무진하네요 발전하세요.

박현수 내실을 다져서 항상 최고의 성과를 내기를 기원합니다.

박종욱 최고의 품질 최고의 기업 롯데건설

박준현 한국 롯데건설에서 글로벌 롯데건설의 역사서를 편찬하길

박진섭 역사를 창조하는 롯데건설 60주년

박현영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는 그날까지

박종일 변화를 두려워 않는 롯데인, 세계를 선도하는 롯데건설

박준형 새로운 세대와 함께 걷는 가족기업이 되길 바라며

박진영 60년, 그 유구한 역사에 걸맞는 품격있는 회사가 되길.

박현우 천년기업을 향한 도약, 만인을 위한 기업 롯데건설

박종철 감사하며, 행복하길.

박준형 아드폰테스!(ad fontes) 기본으로 돌아가자

박진한 불굴의 도전정신 60년, 100년 기업으로 달려가자

박현재 한줄기의 희망 롯데건설로 펼치자

박종혁 힘든 미래 축복받는 롯데가 되길!

박준호 롯데건설 100주년까지 좋은일만 가득하길…

박찬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함께 나아가자

박현진 100년 기업 달성을 위해 힘을 합쳐 나아가자

박종호 40년 전 초년생으로 돌아가도 다시 선택하고 싶은 롯데!

박준호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롯데건설 100년 기업으로

박찬영 상호존중을 기본으로. 건설의 중심 롯데건설

박현택 사랑받는 롯데건설! 파이팅!

박종호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롯데건설의 60년, 하나되는 우리

박준환 60년간 쌓아온 노력을 바탕으로 600년 이어가길

박찬욱 지속적 발전으로 100년 이상 기업으로 성장 기원!

박형규 60년 역사와 함께 한 나의 인생 27년, 감회가 새롭다.

박종환 세계로, 미래로, 영원하길

박준희 100년을 그 이상을 향해 비상하자.

박창근 전 임직원 안전 체질화로 안전 선도 롯데 세계로, 미래로!

박형열 글로벌 기업 롯데, 1등 롯데건설 세계를 경영하자!

박종흔 회사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준희 환갑 맞은 롯데건설, 세계에서 가장 높이 비상하자.

박창수 돌아본 영욕의 60년, 다가올 영광의 60년!

박형표 롯데건설 60년, 100년 기업으로 거듭 나자

박주경 60년 역사의 결실 이어갈 수 있도록 화이팅!

박증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롯데건설로-!

박창연 60년 롯데건설 나가자! 세계로!

박혜지 롯데건설의 역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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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한 60년, 같이 할 100년

배솔

백상철 세계로 향하는 우리는 하나다. Go Global.

변재기 롯데는 언제나 새롭다.

박홍근 60년! 이제는 비상(飛上) 할 때 입니다.

배수경 사사편찬자료를 취합하며 부문 성과를 알게 돼 보람찹니다!

더욱 더 정진할 수 있는 기점으로 삼겠습니다.

백선욱 향후 롯데건설의 60년, 실행예산관리팀이 앞장서겠습니다.

변정규 60주년 의미를 되새겨 향후100년의 새 출발을 다짐하자

박효민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기업

배수연 롯데건설 60년 역사, 더 큰 세상으로 도약하자

백성현 세상 모든 곳에 롯데건설의 이름이 보이길

변정수 앞으로의 롯데건설이 보다 더 신뢰받는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박흥수 사고는 줄이고, 품질은 높이고, 전통은 세우자

배수웅 문화와 철학을 담은 건축물을 만들수 있도록 앞서 나가겠습니다

백승엽 다시 도약하는 롯데건설

변준혁 초심을 유지하며 더 깊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롯데건설!

박희석 60년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초일류 종합 건설사로!

배승규 롯데건설의 60년, 지금 우리는 역사를 쓰는 중이다.

백승화 롯데 60년의 꾸준함으로 성장 도약하라!

변창현 존경받는기업, 일하고싶은기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성 60년 역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배신욱 더 큰 성장을 위한 롯데건설의 발자취

백우열 미래 60년 화이팅!

변태우 100년의 역사를 가진 롯데건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반기훈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배영환 60년 롯데건설! 100년을 향한 전진!

백재욱 롯데! 앞으로도 나아갈 60년을 위해 아자 아자 파이팅!

변현갑 Global 롯데건설! Forever 롯데건설!

반은진 기반은 다 다졌다. 이제는 최고가 되기 위해 달려간다

배은상 건설 NO1이 되기 위한 초석을 다진 롯데건설 60년

백재진 60년 역사 속 깊이 있는 기술력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변휘석 롯데건설 60년, 너와 함께 한 30년, 앞으로도 잘 해보자

방승배 60년 노하우를 기반으로 더 발전하는 롯데건설이 되기를

배재한 앞으로의 60년도 무사고 기원합니다.

백재학 한국 건설경제 성장의 60년 동반자, 롯데건설!

방재준 선배들의 고생으로 이룬 명가, 후배가 이어가겠습니다

배종선 그동안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다시 뛰는 60년이 됩시다

백재형 새로운 역사의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혜성 과거 60년을 기반으로 찬란한 60년 미래를 꿈꾸자!

배종우 60년을기반으로한국을넘어세계인류에기여하는lotte가되자

백종묵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롯데

㉦
서광원 60년 시작일 뿐, 600년의 기업으로!

배경법 희망과 포부의 60년을 넘어 가치와 신뢰를 통한 미래로

배종우 나무에 물을 주면 열매를 주듯 좋은 일을 하면 나에게로

백종봉 60년 롯데건설, 후배들을 위하여!

서광일 롯데건설을 선도하는 해외 플랜트 부문이 되길 바랍니다.

배근철 60년을 발판 삼아 전 세계로 뻗어가자 !

배종우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 60년의 롯데 새로운 100년을 향해 출발!

서광현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배남국 High Quality! High Pride! LOTTE E&C

배준용 60년의 롯데건설, 국내 넘어 세계로

백종혁 환갑을 앞둔 롯데건설! 칠순을 향해 나아가자!

서기원 60년 동안 이룬 것보다 앞으로 60년 이상 번창하는 롯데가 되길

배명균 롯데건설 60년 이제 시작이다. 나가자 세계로!

배창문 한국에서 No1, 세계에서 Top10으로

백종호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사고 zero!

서길경 롯데건설의 100년을 응원합니다.

배명우 60년을 다져온 열정의 발자취로 새로운 백년을 도약하자

배철한 60주년 롯데건설! 600주년까지 영원하리라!

백종희 100년 역사를 위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롯데건설!

서길원 세상에 없던 가치, 아름다운 롯데캐슬의 가치입니다.

배산호 아직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을 향해

배해성 60년 롯데건설 100년 찍고 600년으로!!

백진상 과거와 미래… 명품 롯데건설 가즈아~!

서덕형 미래를 함께하는 롯데건설

배상욱 언제나 롯데건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배호택 의미있고 가치 충만한 기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백창규 고객이 기억하는 롯데건설

서동엽 롯데건설 앞으로도 이대로 파이팅

배상훈 60년을 기점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롯데건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강현 60주년이 600주년이 될 때까지!!

백충렬 마주하는 롯데의 60년, 다가올 100년의 초석이 되길.

서동일 60년 역사 바탕으로 도약하자! 아시아 1위 건설사로!

배석모 수 많은 역경을 이겨내 지금의 롯데가 될 수 있었다.

백기현 롯데건설 도급순위 다섯손가락 안으로 가자!

백치호 사람이 경쟁력이다 롯데에 맞는 인재는 우리가 만든다

서명석 60년의 롯데건설, 한국 건설의 역사를 만들자

배성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롯데 세계로 뻗어나가자

백남현 사회의 첫 발을 이 곳에 내딛게 되어 영광입니다.

백형주 100년을 넘어 200년으로..

서명원 웃음으로 하나되는 롯데!

배성택 최초의 기업, 최고의 기업

백도영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버팀목

변무진 롯데건설 안전 최고로 가자~

서명진 60년의 한결같음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롯데건설이 되길

서문원 I LOVING LOTTE

서이재 쌓아온 분들께 감사를! 쌓아갈 분들께 힘을!

선동걸 나의 인생은 롯데다.

소선영 잘하자 롯데건설 !!

서문재 앞으로 40년도 한결 같이

서인석 60년을 지나 100년 기업이 되기를…

선승표 60년을 넘어 100년 기업으로 출발!

소유성 대한민국 건설을 대표하는 선도적인 기업으로 번창하길!

서병준 세상을 비추는 롯데건설

서정범 롯데건설의 지난 역사 속에서 내일의 빛을 발견하다.

선우환호 60년 땀, 노력. 지속성장 초석!

소은희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하는 롯데건설!

서병철 고객과 함께하는 세계적 기업 롯데건설

서정순 60년 믿음과 신뢰로 지켜온 롯데! 앞으로 쭈욱 가자.

설인용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통하면 영원하리라! 롯데여 영원하기를!

손동찬 이제 겨우? 또 다시 시작합시다. 항상 처음처럼

서보익 60년 전통의 노하우, 롯데건설이 지으면 다릅니다.

서주희 역시 최고 롯데건설

설화종 깊은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뢰받는 기업이 되길

손동환 이끌어 주신 60년, 이끌어 갈 60년.

서상훈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영속하는 롯데건설 홧팅

서준영 사랑받는 롯데건설로 발전하자.

설훈길 EXCELLENCE IN LIFETIME, VALUE CREATOR

손명관 세계로 뻗어가는 롯데건설

서석현 60년 롯데건설의 힘, 기반 삼아 전 세계로 나아가자!

서지은 인생은 60세부터 시작이란 말처럼 기업도 60년부터!

성루이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 되세요!

손병주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60년! 롯데건설

서성각 롯데건설 Go! Global!

서진석 반세기를지나한세기를넘겨번창하는기업이되길염원합니다.

성무진 정진의 60년, 혁신의 600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손상준 믿음과 신뢰로 일군 창립 6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성구 과거는 미래의 초석, 아시아 탑텐 롯데건설이 되자!

서창경 우리의 오늘이 다시 한번 자랑스런 기념일이 되길.

성범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롯데건설이 되기를

손상현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가는 롯데 100년까지.

서성원 60년 롯데, 100년 롯데, 1000년 기업이 되길

서충열 60년 만들었던 공간들이 삶을 이롭게 했다.

성석우 One for All, All for One

손석구 글로벌 건설리더로의 도약을 향해

서성원 백년의 기업 롯데건설, 천년의 기업 되길!

서태근 60년 롯데건설! 123년을 향해 세계로 GO!

성수길 60년 역사를 딛고 600년 문명을 이룩할 수 있기를

손석철 우리 롯데건설은 하늘 아래 최고입니다.

서승완 힘차게 온 60년 만큼 벅차게 나아갈 60년을 바라며~

서형규 기업관계자와 상생 가능한 회사로 나아가길!

성승용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선도하는 롯데건설!

손성곤 반세기 롯데건설, 한세기(100년) 역사도 잘 부탁해.

서승우 60년 성장의 발판을 딛고 달리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서형민 100년 기업을 향하여!

성승준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손성한 기술과 경영에서 비약적인 도약을 위하여~

서연송 롯데건설 60년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불가능이란 없다.

서형석 착한 기업으로 거듭나자!

성영원 교과서에 나올 수 있는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길

손승익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롯데건설

서영동 함께하는 친구 Lotte

서효영 60년은 앞으로의 역사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성영제 60년 기업 2막의 시발로 100년 대계의 미래기업으로

손영준 언제나 오랜 친구같은 롯데건설

서영주 60년 롯데건설, 또 다른 60년을 향해

석경훈 고객의 사랑, 최고의 기술과 완벽한 품질로 보답하자

성은주 60년이 되어도 100년이 되어도 롯데건설은 사랑입니다

손원

서용준 롯데건설의 발전에 일원이 되어 영광입니다.

석균성 건강한 100세 인생! 성공한 100세 기업!

성정우 롯데건설 이멤버! 리멤버!

손원일 60년의 기술력과 경험, 그 이상의 롯데인의 저력.

서원호 60년을 넘어 천년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석빈

성지민 내가 만들어가는 롯데 우리가 함께하는 롯데

손유호 60주년, 동고동락한 기억 속에 평생 함께 할 동반자!

서유상 역사를 기억하고 60년 역사를 600년 역사로

석상헌 롯데인의 눈높이를 세계적인 눈높이로

성지훈 오늘로, 내일로 함께 달려가는 롯데건설

손장원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을 격려합니다

서유성 최고의 브랜드 롯데, 최고의 건설사 롯데건설!

석상훈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부지런히 정진합시다.

성진배 지치지않는 기업 롯데건설!

손정민 과거 60년을 발판삼아 앞으로 60년을 나아가는 롯데건설이 되길.

서은권 영원한 롯데건설 미래에서 활기차게 파이팅합시다

석원균 60년 롯데건설 100년 미래로 가는 위대한 자취입니다

성진섭 인생은 60부터 롯데건설은 60주년부터~

손준형 주거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롯데건설, 화이팅!

서이룬 지금도 우리의 역사는 기록된다.

석희탁 60년의 역사를 초석으로 발판삼아 세계적 롯데건설 화이팅!

성진영 100년 기업을 위한 롯데건설의 위대한 발자취!

손준호 새로운 60년, 안전에서 시작합니다

지 켜온 60년 앞으로 큰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LOTTE E&C History

박호연 지난60년은선배들의수많은피와땀앞으로60년은우리후배들의몫

80주년까지는 함께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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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원 60년 역사를 넘어, 끊임 없는 도전으로 함께 걷는 롯데건설!

송민욱 나라의 기틀을 만든 60년, 이제는 세계의 중심으로!

송지은 1갑자의 세월을 기반으로 새로운 1갑자를 완성하길

신동의 100주년에는 아시아의 대표 건설사가 되길!!

손지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롯데건설이 되길 바랍니다.

송민종 롯데 60주년을 발판으로 600년까지 가즈아!

송진희 롯데건설의 지속적인 발전과 내실 있는 성장을 기원합니다

신동이 사랑받는 기업 60년 인류기여 600년으로 이어지길

손찬희 걸어온 60년,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송민호 60년의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 뻗어 나가는 기업

송하상 글로벌 프라이드 롯데!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신동헌 60년 대한의 롯데건설, 600년 세계의 롯데건설!

손창권 미래 60년 세계최강자 롯데건설

송봉근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

송현

60년의 국내 최고기업, 100년의 세계 최고기업

신동환 모두 60년 이상 함께 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손창권 선배님들이 이끌어 온 업적 저희가 더 키워가겠습니다.

송상민 너의 60년, 그 속에 날 포함한 롯데인의 삶과 자부심이 있다.

송현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는 강한 기업, 롯데!!

신두식 60년 변천과정을 돌아보며 남은 과제와 향후 계획 구상 시점

손창우 신기술, 신공법으로 미래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송선민 ‘여행같은 삶의 공간. 존중과 안목의 가치’

송현석 자랑스런 롯데건설인이 되자

신만수 도전과 열정의 60년, 백년기업 롯데건설의 초석!

손현상 끊임없이 달려온 60년, 앞으로도 늘 함께 달리겠습니다.

송세광 60갑자를 다시 돌아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이 되리라!

송현성 국내공사팀 파이팅!!!

신민우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롯데건설

손현준 60년 후엔 Global Leader 롯데건설

송영철 땀과 노력으로 쌓은 60년, 이제 기술로 성장합니다.

송호진 오직 롯데만이 가능한 건설이다

신범수 60년의 롯데건설, 글로벌 롯데로 영원히

송강수 60년의 전통을 기반으로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를.

송완재 60년을 넘어 600년을 선도하는 회사로…

송희용 600년까지 영원히 사랑받는 건설사로 나아가기를

신병주 60주년을 넘어 100주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용근 앞으로 더 발전하는 롯데건설이 되기를…

승우현 기억에 남을 글로벌 기업 롯데건설

신상민 60년 환갑, 이제부터 시작!

송광근 명품 롯데건설! 모두 함께 파이팅!

송용범 롯데건설의 60년 역사, 앞으로 600년 더 나가자.

시태철 인류에 영원히 사랑받는 셰계속의 기업으로 도약하길.

신상용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송광용 60년의 역사는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송용준 지금까지 60년, 앞으로 600년까지.

신건영 올해도 팀원들과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신상용 평화건업으로 시작한 건설 평화를 위해!

송기섭 정직과 신뢰가 있는 롯데건설~화이팅~^^

송우경 대한민국의 주거문화를 바꾼 롯데건설

신건호 60년 노력의 저력. 찬란한 60년의 미래로 이룩합시다

신상재 60년 돌아온 환갑,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송기웅 최고로 향하는 롯데건설과 함께 가도록 더 증자하겠습니다.

송우석 늙지 않는 기업, 롯데는 늘 청춘이다.

신경석 100년 200년 세계의 롯데건설 파이팅~~

신상철 1959년 역사의 시작, 매해 새로운 역사를 쓰다.

송기훈 600년까지 역사에 남는 그룹으로!

송유리 지나온 60년만큼 앞으로의 60년이 더 기대되는 롯데!

신기섭 롯데건설 60주년 세계 최고 건설사를 향한 발돋음

신상협 고객에게 만족을, 직원에게 사랑받는 롯데건설

송대영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은호 60년을 넘어 100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을 향해~!

신기준 파이팅~ 사랑합니다~!

신성균 100년 미래를 향한 롯데건설의 재도약

송동윤 60년을 넘어 100년, 120년으로 도약하는 롯데건설

송인권 기업과 고객들에게 항상 기억되는 롯데가 되길.

신길호 60년 기록을 바탕으로 100년 기업의 발판으로 삼자

신성림 60주년 롯데건설 더 높이 올라가게 다들 노력합시다.

송동훈 향후에도 뉴브랜드의 가치를 뛰어넘는 건설회사가 되길

송인환 후배들에게 물려줄 100년의 기초는 내 손에서

신대영 롯데건설의 자긍심으로 600년 신화를 위하여!

신세영 100주년에는 지금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송두호 60년의 약진, 다시 시작하는 60년의 영광을 위하여.

송일진 60년을 기반으로 600년을 향해 앞으로 전진합시다~!

신동건 60년의 기억 60년의 미래

신세환 60년 기업을 넘어 1,000년 기업으로!

송득봉 초일류 기업 롯데건설 환갑 맞이하여 지금부터 시작이다!

송재욱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해외사업은 빛을 볼 것이다.

신동범 안되면 될때까지 지면 이길때까지 모르면 알때까지 대대로

신수민 지난 60년이 향후 60년의 발판이 되기를…

송명철 60년 경험을 발판삼아 힘껏 도약할 것입니다.

송재호 60년을 넘어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 롯데건설.

송명호 장인의 정신으로 100년 기업 롯데건설을 향해!

송준상 Now, Build The Future.

신동윤 창립 60주년, 건설명가로 도약합시다.

신승기 60년 역사, 600년을 위한 초석

신승길 롯데건설 60년을 넘어 미래로

신정호 부끄럽지 않게 일해라! 지금 우리가 미래 롯데의 역사다.

심용식 100년 기업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

안세환 롯데건설의 60년은 더욱더 앞서가는 미래로 가기 위한 출발점

신승민 롯데건설 행복한 세계로.

신종철 보다 나은 미래, 롯데건설과 함께 합니다.

심원택 60년 롯데건설 영혼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이클을 열자.

안승룡 백년을 기약하는 롯데건설!

신예진 변화와 도전을 즐기는 강한 회사, 롯데건설

신준명 글로벌 건설사, 롯데건설. 세계를 건설하자!

심재필 향후 60년 후에도, 최고 품질 고객감동 롯데건설

안승배 성장하는 롯데건설 미래로 나아가자!

신용복 60년 롯데건설 100년 기업을 향하여 가자

신준휘 꿈을 짓는 롯데, 도약하는 60년

심재홍 새로운 역사 속의 롯데건설, 더욱 비상하길.

안장호 60년 발자취가 백년기업 롯데건설의 든든한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신용철 나가자! 세계 TOP10!

신창식 60년 후에도 발전하는 롯데건설을 기대해 봅니다.

심재훈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구 Global Leader로 우뚝 설 날을 위해

신용호 고객의 마음을 담은 작품을 만들자

신창훈 지난 60년을 발판으로 1등 건설사로 가즈아!

심지섭 세계로 뻗어나갈 기업, 롯데건설!

안재홍 글로벌 롯데건설의 또다른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용환 우리가족이 좋아하는 롯데 세계가 좋아할 수 있게 가자!

신춘섭 과거, 현재의 사실적 기술을 토대로 미래에

심학보 더욱더 번창하여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종경 창립 60주년 축하합니다.

신우섭 지나온 60년 다가올 600년 롯데건설 영원히 번성하리.

신충원 더욱 발전하는 롯데건설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웅희 Slow But Fast!

신치호 60년 역사, 그 위에 새로이 태어나는 롯데건설!

송광

자손만대까지

신수호 놀라운 역사를 가진 최고의 기업 롯데건설

안준호 잠실에 우뚝선 패기의 롯데건설, 그 열정을 세계로!
안지성 애들 대학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신학섭 튼튼한 기초를 바탕으로 세계로 나아가자

㉧
안경창 지금까지 잘해왔듯 앞으로도 파이팅!!

신윤철 60년 롯데건설 임직원 파이팅!

신현석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안광석 팀원들과 모두 정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진섭 앞으로 남은 600년을 위한 60년 수고하셨습니다.

신은기 60년을 발판삼아 미래로 세계로 롯데건설 Plant!

신현일 60년을 발판삼아 롯데건설의 가치를 빛낼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합니다.

안광휘 향후 롯데100년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한 100년 기업의 희망을 품고 한 발씩 나아가자

신은지 인생은 60년부터, 롯데건설도 60년부터!

신현호 롯데건설, 영원한 정진을 증명합시다.

안동일 60년 롯데건설! 백년대계로!

안철옥 100년까지 파이팅

신의삼 60년을 넘어 100년 기업으로…

신희강 내가 멀리 보는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기 때문이다

안명훈 롯데건설 100년! 미래를 위해 걸어온 60년!

안태균 힘차게 달려온 60년! 앞으로도 화이팅!

신재삼 60년을 넘어 100년 도약할 롯데건설! 힘찬 발걸음을!

심건용 아시아 TOP10을 넘어 글로벌 TOP10으로!!!

안범준 60년을 넘어 100년기업의 초석이 되도록 파이팅!

안태진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새로운 60년을 위해 나갑시다.

신재웅 go go go lotte enc!!!

심광식 안전제일 롯데건설, 세계제일 롯데건설

안병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안형은 도시 위에 그림을 그린다. 롯데건설

신재웅 롯데건설의 기대되는 성장력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자!

심동관 나는 롯데를, 롯데건설을 사랑합니다.

안봉수 끝까지 가자!!

안호영 100년을 넘어 영속적인 롯데건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신재원 롯데건설 과거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심선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회사가 되도록…

안상현 글로벌로 높이 비상할 롯데건설 선도사로 자리잡자!

안홍주 향후 60년 무재해 롯데건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재혁 백년대계, 세계건설의 중심에 바로 서다.

심성무 60년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게 되다니!!!

안상현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기 위해 혁신하겠습니다.

안효성 지난 60년, 마음껏 세상을 누빌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가자 롯데건설!

신정규 60년 역사를 넘어 600년 역사를 가는 그 날까지!

심성택 우리는 할 수 있다!

안석재 또 다른 도약을 위해 전진하는 롯데건설 화이팅입니다.

안휘순 롯데건설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정규 세계속의 롯데건설, 다가올 60년을 향해!

심안선 혼을 담은 시공, 세계 최고 건설사의 초석이다.

안성욱 직원과 동료를 가족같이 생각하는 기업으로!

양대규 최장수 그리고 최고의 기업을 위하여!

신정수 Rome wasn't built in a day

심용만 삶 중심의 롯데건설, 창조 중심의 롯데건설

안세근 동료간 배려와 존중의 표본, 롯데건설

양동민 선배 희생으로 이룩한 60년 이어가자 앞으로의 600년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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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실하게 100년까지.

맥을 짚어가는 흐름을 아는 대한민국 1등 기업

안지훈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공간 롯데건설

양진석 60년 후에도 다시 써야죠!

여은옥 60년의 발자취가 바탕되어 성장하는 롯데건설

오실경 상생으로 걸어온 60년 상생으로 영원할 롯데!

양명진 지금까지 60년, 앞으로의 60년

양진우 한결같은 60년, 함께가는 100년 LOTTE ENC!!

여정구 60년 롯데건설, 6천만 국민의 기업으로…

오영관 또 다른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길 기원합니다.

양문수 지난 60년보다 더 나은 앞으로의 60년을 향해!

양진욱 모두가 열심히 해서 이룬 60년 자랑스럽게 여기자

여현수 앞으로 600년을 이어갑니다.

오영길 나라사랑, 인류사랑, 세계경영의 시작점이 되기를

양보경 더욱 더 번창하는 롯데건설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양춘석 국내 아파트 최초의 브랜드화에 걸맞는 품격있는 롯데건설

연재성 60년의 역사가 덕과 더불어 백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영미 롯데건설, 늘 처음처럼!

양세라 역경 속에서도 굳건하고 빛을 발하는 롯데로 남길!

양태봉 언제나 처음 시작한 것처럼 초심을 잃지 말자.

연제승 100년 기업을 향해! 세계로, 미래로!

오영일 롯데건설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하겠습니다.

양세웅 6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의 60년은 즐깁시다.

양현

연현석 국내 초고층의 최강자 아시아최고를 넘어 세계최고로 가자

오영재 과거 60년을 돌아보고, 현재를 분석해 미래를 대비하자

양승진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100년 기업 달성하자!

양현민 나무(1년)를 보지 말고 숲(앞으로의 100년)을 보자!

염상현 나는 '롯데건설'이란 말만 들어도 너무 자랑스러워요!

오영철 Global 60년을 위한 도약으로.

양시동 60년을 넘어 영원으로…

양호진 피, 땀, 눈물로 이룬 60년 세상을 바꾼 100년 롯데!

염종윤 글로벌 세계기업으로의 도약 원년이 되자!

오영훈 100년 기업을 향해 도전하는 롯데건설

양시천 국내기업에서 세계를 상대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롯데

양희정 60년 롯데건설, 고객의 사랑 위에 영속기업이 되길

염호철 롯데건설 도전과 성장의 순간, 그리고 미래의 도약

오인석 인생역전 롯데건설 세계로

양영봉 지금 이 순간도 역사가 되고 전통이 될 것입니다.

엄근섭 60년 축하! 600년이 되는 기업으로 영원하길…

예형영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 새로운 미래!

오재균 60년 사사에 포함되어 근무중인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양용철 60년의 기술과 지혜를 결집해 새롭게 나아갑시다.

엄기범 대한민국 초고층 기술력의 심장 롯데건설!

오근화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시공 롯데건설!!

오정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양윤희 60년을 넘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원합니다.

엄덕용 나아가 더 발전하는 롯데건설이 되길 원합니다.

오기종 우리모두 함께한 60년, 함께할 100년 롯데건설!

오종원 새로운 미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지난 역사를 돌아보다.

양은철 역사를 주춧돌로 새롭게 도약하는 롯데건설을 꿈꿉니다!

엄동식 60주년 역사의 한 페이지에 흔적을 남기게 되어 기쁩니다.

오도영 100년 기업으로 노력하자.

오종원 찬란했던 지난 60년 다가올 미래가 기대됩니다.

양인수 앞으로 성장할 롯데건설에 한 획이 되길!

엄민영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롯데건설 60년, 일류기업으로!!

오동석 ASIA TOP10으로 더욱 도약하는 롯데건설이 되길

오종헌 앞으로 60년 대한민국 1등 기업으로 성장하길…

양인식 100년 롯데건설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 화이팅!

엄상진 임직원 모두 행복한 일터, 롯데건설이 만들겠습니다

오동식 60년동안 다진 내공을 바탕으로 600년을 향해 달리자

오주섭 세계 제일 브랜드 건설회사가 되자

양인호 오늘의 롯데보다 내일의 롯데가 좋은 회사!

엄상화 60년~ 처음처럼 더 열심히 더 빨리 달리자~

오두영 꿈을 실현시키는 기업으로 성장하자

오주현 60년역사를넘어100년의신화로함께나아가겠습니다

양재석 한결같은 우직함으로 변함없는 롯데건설

엄신철 60주년이 600주년이 될 때까지 롯데건설 고 포 잇!

오세영 100년 기업으로 향한 기반을 디자인 하길. .

오중훈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업

양재호 소통 배려 존중 워라밸 보장받는 좋은회사로!

엄영하 The best is yet to come

오세영 그간 고생 많았다 토닥토닥 앞으론 좀 순탄하게 가보자!

오창민 100년을 넘어 지속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양종원 “처음처럼” 잊지말자 “처음처럼”

엄윤섭 60년 역사에 녹아있는 안전, 대한민국 건설의 자랑!

오세준 Global Company 최고의 회사

오철영 100년 신화 달성을 목표로 한마음 한뜻 되자!

양주동 롯데건설 가족 모두 행복하세요

엄주형 롯데건설60년을넘어세계속의일류기업으로나가자

오세택 불가능하다고 믿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오치승 오늘 드디어 60주년이 되었네!

양준영 60년 롯데건설의 100년 신화를 기원합니다.

엄희진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다.

오순택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 준비하자.

오태환 우리나라의 성! 롯데 캐슬!

양지훈 앞으로의 60년 롯데건설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여동기 성장하는 '롯데'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오승현 정직한 땀과 열정으로 더 큰 롯데건설을 향해

오학균 60년 롯데 100년의 롯데를 건설하자!!

오현민 파트너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 롯데건설

원희석 100년 역사를 향해 함께하겠습니다. 파이팅!

유영호 세계로 뻗어나가는 롯데건설 Fighting!

유창준 롯데캐슬, 인류의 문화유산을 세우다.

오현주 롯데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

위섬균 롯데건설 60년! 100년을 향해 화이팅!

유영훈 앞으로 더 나아가자 세계로 미래로

유천선 60년 롯데건설, 600년 롯데건설 가자~~~~

오형택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자!

위준우 임직원들의 노고와 희생으로 지금의 롯데건설이 있습니다

유이슬 지난 6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더욱 빛나는 미래로

유태성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롯데건설!

오화분 회사의 개인의 win-win을 통해 글로벌 탑티어 가자

유광수 신이나는 60년 더욱 굳건하게

유일

오훈석 롯데건설과 함께 쭉 가자!

유기환 글로벌 시대에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유재상 인생도 회사도 60부터!

유혁

롯데건설 60년…100년…영원히 가즈아!

옥진호 현재를 이어 혁신경영에 앞장서는 롯데건설!

유민수 가자! 건설 100년! 가자! 세계로!

유재영 60년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롯데건설이 되길

유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유병민 60년의 역사, 100년 기업으로 가는길 파이팅

유재용 60년의 과거를 돌아보고 더 먼 미래를 계획하자

유현식 거인처럼 더욱 더 거대해지는 롯데건설이 되길 기원합니다

왕상근 60년 뒤에는 국내 1위 EPC사로 거듭나길!

유병수 100년 롯데건설을 위해 오늘도 달린다. 파이팅!

유재용 앞만 보고 달린 60년. 뒤돌아 보는 계기가 되길…

유호영 앞으로 60년, 더욱 발전하는 롯데건설이길 바랍니다!

왕유진 60년을 넘어 600년을 이어가는 롯데건설이 되길

유병열 과거의 영광을 뛰어넘을 미래로

유재욱 롯데건설 역사여 영원하라!

유화영 한사람의 힘과 노력이 모여서 60년. 롯데건설인 모두에게 박수를

우병성 600년을 향하여!

유병윤 건설의 꽃, 플랜트를 건설의 주력 부분으로 키워나가자!

유재호 롯데건설 고속성장 내 손으로!

육지훈 60년 간의 도전과 성취, 이제는 세계에서 펼치자

우병헌 60년 성장의 힘을 미래성장의 원동력으로

유봉상 60년간 달려왔던 롯데건설! 날아가는 100년 기업 롯데건설!

유정곤 60년 역사를 돌이켜 다음 60년을 계획하는 기회이기를

윤경환 함께 해서 좋았고 앞으로도 쭉 가자!

우성진 기업의 역사는 위대하다

유상범 100년 기업 롯데건설, 저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정남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로 우뚝 서기를!

윤나훈 롯데건설의 기술을 세계로!

우은정 우주로 뻗어나가는 롯데건설

유선욱 60년의 자긍심이 600년의 역사가 되기를

유제훈 함께한 60년, 함께할 60년

윤덕현 환갑인 우리의 심장은 약관처럼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다

우주성 롯데건설의 역사건설은 계속된다!

유선준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롯데건설

유종석 과거 60년을 기반으로 지속성장하자!

윤도영 글로벌 세계시장 진취적으로 역동합시다!

우지현 ASIA TOP10을 넘어 전 세계 NO.1으로~

유성인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

유종환 고객과 함께하는 초일류 기업 달성

윤동규 더 나은 미래, 60년 노하우를 롯데건설과 함께!

우진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롯데건설, 우리가 만들자!!

유성준 100년 기업을 향한 도약 롯데건설 화이팅!'

유준성 롯데건설 나가자 세계로!

윤동주 서리맞은 단풍잎이 이월의 꽃보다 더 붉다.

원명득 앞으로 60년 더!!

유승길 롯데건설에서의 하루하루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유준하 안전과 품질에 최고 기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동희 100년을 넘어 세계 최고로 뻗어나가자

원상아 나의 자신감, 롯데건설!

유승룡 롯데건설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유준형 사랑받는 기업 롯데건설이 되길!

윤민권 초심을 잃지말고 더욱 더 노력하자

원상인 글로벌 롯데건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유승원 60년간 거센 풍파에도 잘 헤쳐나온 롯데건설 파이팅

유중렬 지금보다 더 높은 곳으로

윤민석 Iㆍ롯데건설ㆍU, 더 성장하는 롯데건설을 기원합니다.

원상인 60년 롯데건설 ! 세계로, 미래로! 가 보아요!

유시라 롯데건설의 더 큰 발전으로 이어가길 바랍니다!

유지연 모두가 행복할 홈 스윗 홈~

윤병일 지나온 60년을 발판삼아 새롭게 도약하자.

원유빈 롯데건설 can be everything!

유아라 도약하는 롯데건설 나아가자

유지훈 롯데건설!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세계로! 미래로!

윤병훈 삶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주는 기업이 되기를..

원준의 100년 기업 롯데건설을 기원합니다.

유영준 누구에게나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유진혁 롯데건설의 저력을 믿습니다.

윤상녕 열정과 노력 롯데건설 60년 이제는 100년으로 GO!

와타나베 토미오

롯데건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나와 청춘을 함께한 롯데건설, 더욱 성숙한 롯데건설로 함께 거듭나자

올해보다 내년이 기대되는 롯데건설 파이팅

LOTTE E&C History

양동하 건설명가 롯데건설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유한들 신뢰로 다져진 60년, 미래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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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영 롯데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과 함께한다

윤영진 지난 60년, 앞으로 100년, 지속하는 우리 롯데건설

윤한기 인간의 還甲(환갑)처럼 롯데건설의 새로운 60년이 시작됩니다.

이건택 이제 100년, 아니 1000년을 시작합시다.

윤상일 롯데건설 60주년 축하한다! 좋아!좋아!좋아! 짝짝짝

윤영호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더욱 더 발전하기를…

윤한종 60년이 600년이 될 때까지..

이경빈 60년롯데건설!모두함께세계로미래로나가자!

윤상철 롯데건설이 있어 행복합니다.

윤은교 고객, 직원, 롯데가 함께한 60년, 우리가 함께할 미래입니다.

윤해식 60년 롯데건설, 600년의 역사로

이경석 롯데건설과 함께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윤상흠 롯데 600년을 향하여

윤인

끊임없이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현철 롯데건설- GO GLOBAL to Win!

이경선 롯데건설, 사랑을 짓는 기업 WE L♡TTE U

윤석만 60년 도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길이남는 롯데건설이 되자

윤일석 60주년… 근자감 아니죠? 롯데인이라 행복해요^^

윤현호 모두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것이다

이경섭 많은 사랑받는 롯데건설이 되길!

윤석현 롯데건설 60년 더욱더 발전하여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자

윤재호 한마음 한뜻으로 100년기업 달성

윤형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이경원 함께한 60년, 함께할 600년.

윤선욱 건축,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자!!

윤정기 대한민국 건설 선도기업으로 세계로 미래로!

윤호상 새로운 시장 개척, 100년 기업 달성

이경태 60년의 노하우로 세계로!!!

윤성민 롯데건설 60년, 대한민국 건설발전과 함께하다

윤종민 60년, 안주하지 말고 더나은 삶을 위한..

윤호선 60년 역사의 한 시간을 함께하여 자랑스럽습니다

이경태 선배님들의 롯데건설 60년 600년 지속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자.

윤성욱 안전한 롯데건설 100년! 함께 하겠습니다.

윤종수 60년 역사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더 나아가자!

윤호섭 롯데건설 살기편한 아파트

이경현 지금에 60주년이 미래에 100주년을 기원합니다

윤성재 100년 사사 편찬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윤종수 위대한 60년 역사를 넘어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자~!

윤효영 육십갑자를지나도항상초심을지키는장수기업이되자

이경호 롯데건설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윤성준 60년을 이룬 지금처럼, 처음처럼!

윤종한 롯데건설의 발전 롯데그룹의 성장으로

윤휘찬 앞으로의 미래의 주인이 되기를.. 롯데건설 파이팅!

이경호 빛나는 롯데건설! 최고의 건설사로 우뚝서리!

윤성진 60년에 그치지 않고 70년 그리고 80년을 향해

윤종현 지나온 60년 밑거름 100년 기업 번영으로 가자!

윤희원 60년이 600년이 될 때까지 가자 롯데건설

이경화 60년 롯데건설 파이팅!! 100년을 위하여 전진!!

윤성호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롯데의 저력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윤주현 근로자를 내 아이같이 철저히 케어하겠습니다.

이가영 우리가 롯데의 미래다!

이계윤 60년 사사 중요합니다. 60명 고객 또한 중요합니다.

윤세권 평화건업 롯데평화 롯데건설

윤지운 스스로 존경하고 타인에게도 존경받는 롯데건설이 되자!

이가한 60년 역사를 함께 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계인 60년 역사의 롯데건설, 이제는 저희가 이끌겠습니다.

윤수준 지난 60년을 되새기어 새로운 60년을 준비하자

윤지현 더 밝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길

이가희 새로운 출발을 롯데건설과 함께합니다.

이광섭 60년을 넘어 새로운 롯데건설을 위해 더 나아갑시다.

윤순길 롯데 60년을 넘어 1000년의 기업으로 출발

윤차현 60년에서 600년까지 나아가자! 롯데건설!

이강수 온 세상을 훤하게, 비추리.

이광현 함께한 60년 함께할 미래 롯데건설이 앞장섭시다.

윤승현 마부위침의 자세로 힘들지만 더욱 노력합시다!

윤찬수 60년 눈부신 발전, 찬란히 펼쳐질 미래

이강식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구열 롯데답게 지속적인 발전과 도전

윤시우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역사가 된다

윤창근 인류발전에 기여하고 쓰임 받는 롯데건설

이강우 60년 롯데건설 역사를 또 다른 60년 해외건설 역사로

이귀영 100년 기업 롯데건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다!

윤여준 꿈을 현실로 보여주는 롯데건설

윤창기 60년 찍고, 100년을 함께 달립시다!

이강택 60년 아닌 600년 기업이 되길…

이규화 걸어온 60년보다 더 밝고 활기찬 새 역사를 기원합니다.

윤연식 100년의 롯데건설이 될 수 있도록 파이팅

윤천영 지나온 60년보다 앞으로의 무한한 시간 더 기다려집니다

이강혁 함께해온 60年 앞으로 함께 할 60年

이기봉 60년사에 근무하고 있는 제 자신이 영광입니다

윤영수 60년 동안 쌓은 경험으로 600년 이상 지속되길

윤태일 향후 롯데건설의 역사가 무한하길 그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석 불로장생하는 롯데건설이 되길!

이기성 걸어온 60년, Global로 걸어갈 60년

윤영준 역사의 한 획을 그린 지금 나는 자랑스럽다.

윤택근 직원을 더 생각하는 회사가 되기를

이건용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이기성 영원히 남을 그이름 롯데! 영원히 기억될 그이름 롯데!

이기수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정진하자

이도협 세계를 이끄는 전통있는 롯데건설이 되길 바랍니다.

이동훈 롯데건설 60년 전통을 이어 받아 세계로 미래로!

이민석 시작은 미약하나 후에는 크게 창대할 기업, 글로벌 롯데

이기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롯데건설 지지않는 별로 남으리라

이도형 한국건설 역사와 함께한 60년, 이제 모두와 함께할 60년을 향해 ~

이동희 세계속에 롯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민재 롯데건설과 함께… 롯데건설 WITH U

이기용 롯데가 만든다 풍요로운 미래를!

이동교 60년의 기억을 발판삼아 내일의 꿈을 건설합시다!

이동희 세월이 흘러도 변치않다는 건 끊임없이 진화해왔다는 것

이민재 롯데건설의 행복한 미래에 동참하겠습니다

이기태 축하합니다. 만년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규 60세(이순). 고객의 말을 잘 헤아리는 롯데건설.

이동희 지나온 60년, 다가올 100년 기업의 초석이 되기를!

이범석 처음처럼 변함없이 “롯데건설 100년 이상”

이기표 롯데건설 60년, 아파트 브랜드 1위로 나아가자!

이동균 “I Respect U” 롯데

이두형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자

이범승 준비한 60년, 미래로 세계로 나가자!

이기혁 Global! 롯데건설 도약!

이동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60주년 롯데

이두희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비전을 향해…

이병관 60년을 넘어 100년 사사를 위한 힘찬 출발을 기대합니다.

이기호 영원한 발전을 꿈꾸는 롯데건설!

이동민 롯데건설 100세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나아갑시다.

이득복 처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닐 수 있는 롯데건설 파이팅

이병석 롯데건설! 60년이 아닌 600년도 도약하고 발전하길

이길재 100년 기업 롯데건설 화이팅!

이동원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롯데건설 100년 이상 가즈아

이득춘 60년 성공 DNA로 Global Top10 도전하자

이병주 아듀 60년! 출발 60년!

이나현 대한민국을 이끈 60년, 세계를 이끌 60년을 위해!

이동윤 60년의 역사! 아직도 진행중!

이만재 Global Top Tier를 향해 파이팅!

이병준 60년의 역사로 힘차게 날아오를 600년 롯데건설

이남구 100년사에도 남길 수 있는 성공적 프로젝트 완수를 위하여

이동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초석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자

이명섭 과거 60년을 바탕으로 향후 600년을 정진하자!

이병학 롯데가 세계로! 세계가 롯데로!

이남주 60년을 넘어 100년 기업으로

이동은 내년이 환갑인가요? 너무 너무 축하합니다.

이명수 대한민국 레전드가 될 수 있는 회사로 나아가자

이보라 100주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

이녹희 먼 훗날 길이 기억될 세계 최고기업 롯데건설

이동은 세계속에 우뚝 선 글로벌 롯데건설로 성장하길

이명환 60년을넘어 100년까지 사랑받는 기업으로 나가자!

이복천 롯데건설이여 영원하라

이단비 같이의 가치, 함께 성장하는 롯데

이동준 60년이라는 기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이명희 우리가 함께한 발자취가 마주한 10년의 나침반이 되기를

이본

이단비 더 넓은 미래로, 더 높은 위치로 향해가는 롯데건설!

이동진 60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기본, 내실을 강화해 나아갑시다.

이문규 60년 롯데건설, 100년 기업을 향해 앞으로 전진!

이봉훤 건설아, 앞으로도 부탁해!

이대성 땀과 열정이 배인 롯데건설 한국을 넘어 세계로!

이동찬 100년을 향하여! 롯데건설 미래로!

이문철 초심을 잃지 않는 건전한 기업

이부용 미래에 대한 투자! 결코 멈춰선 안됩니다.

이대성 희망찬 60년 내일로! 미래로!

이동학 60년의 밑거름이 가치있는 열매를 맺어 갑니다.

이문호 보다 나은 60년을 향하여

이상광 60년 그 이상의 역사에도 자긍심을 잃지 않는 롯데인들이 되길!

이대식 congratulation 롯데 60th!

이동혁 60년 이어진 롯데건설의 정신을 잘 잇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미정 롯데건설 60년 역사, 미래로! 세계로!

이상권 60년을 넘어 100년 기업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이대용 100주년 200주년 사사까지 영원하길~

이동혁 세계로 미래로! 글로벌 롯데건설!

이미지 60년 성과의 지혜를 바탕으로 세계로, 미래로!!

이상규 준비의 60년, 도약의 100년을 위해

이대중 앞으로 새로운 60년을 위한 첫걸음

이동호 60년을 지켜온 가치, 100년 넘어 처음처럼 달려가자

이미화 60년을 바탕으로 꿈을 키워가는 기업!

이상근 함께 만든 위대한 역사, 함께 만들 위대한 미래

이대직 高위험 안전관리로 중대재해 ZERO 달성을 하는 롯데人

이동호 해외에서도 더욱 인정받는 기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민경 이 순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

이상기 글로벌 대표기업 롯데건설을 위하여

이대풍 60년 경험을 바탕으로 백년기업을 위해 다함께 파이팅!

이동환 지금까지의 60년! 앞으로의 60년!

이민규 60년을 넘어 100년 기업으로

이상명 롯데건설 한마음 한뜻으로

이덕희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100년 신화로 만들겠습니다!

이동훈 60년 경험을 기반으로 600년 기업으로 나아가자.

이민규 초심 되새겨 100년 기업으로

이상명 앞으로의 힘찬 도약과 더욱 찬란한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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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려도 아름답고 튼튼하게 나아가는 롯데건설이 되기를!

이상현 60년간 잘해왔고 100년까지 더 잘하자

이성윤 지금 60년은 롯데 성장을 위한 밑거름. 미래를 향해 GO! GO!

이승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상묵 선배님들께서 이룬 60년. 600년 롯데건설은 우리 손으로

이상현 고객감동 ASIA TOP 10 건설사로 Let's go!

이성은 예술로 승화되는 아름다운 건축을 완성해가는 롯데건설!

이승기 37년 내 열정과 함께한 롯데건설, 선후배와 함께 영원히

이상민 Global Top 10을 끊임없이 향해가자

이상화 60년 역사, 건설명가의 탄생

이성진 전 임직원이 안전전문가가 되어 중대재해 ZERO 달성!

이승민 60년 전통의 롯데건설, 선진 건설사 롯데건설

이상백 그동안의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이상환 묵묵히 걸어온 60년 발자국, 비상하는 롯데건설

이성택 지금처럼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승민 리멤버 60년, 포에버 롯데건설

이상복 60년이 600년 그리고 6,000년이 되길

이서영 60년 이후에도 롯데건설에 도움되고 싶습니다.

이성희 60년 역사 바탕으로 600년 찬란한 영광으로 번창하길

이승열 다모아 롯데! 다함께 백년대계!

이상영 세계로 나아가는 롯데건설

이서향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세린 롯데건설, 60년의 단단한 역사를 딛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이승욱 롯데건설의 새로운 시작, 같이 달려갈 미래

이상옥 또 다른 내일을 위해, 롯데건설 파이팅

이석진 100년 기업, 롯데건설은 할 수 있습니다

이세희 세계 인프라의 중심이 되는 롯데건설이 되자!

이승원 앞으로 마주할 60년 또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원 글로벌 롯데건설을 향해!

이석진 자연재해로부터 더욱 안전한 롯데캐슬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세희 함께하는 롯데, 고객 중심으로 빛나는 새역사를 쓰자.

이승종 60년을 넘어 600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원 누가 대한민국 건설을 묻거든 고개를 돌려 롯데를 보게 하라

이석희 60년의 성장이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소라 60년의 역사, 글로벌 건설로 거듭나길!!

이승주 한국의 선도기업이 된 60년, 이제는 글로벌 롯데건설로 나아갑시다.

이상원 롯데건설이 지나온 발자취에서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다.

이선영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끝없이 정진하자

이소영 롯데건설 60주년!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승현 행복을 주는 롯데건설

이상원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하고,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하는…

이선옥 고객과 가족이 하나되는 100년 회사가 되길 빕니다.

이소희 사사를 등불삼아 밝은 미래를 함께해요~

이승호 롯데건설 60년! 生存에서 飛上으로 Go!

이상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위해 가자 롯데건설

이선진 인생은60부터 롯데시작은 지금부터 롯데여 영원하라

이수광 60주년을 기념하며 100주년을 기다리며

이승화 내 인생의 절반과 같이 한 우리회사! 오래 영속기업으로 남아 있기를

이상은 멋지게 빛날 100년 롯데건설을 희망합니다

이선희 대한민국의 롯데건설에서 세계속의 롯데건설로

이수신 60년의 도약은 미래 60년의 영광으로 재탄생합니다.

이승환 60년 중에 롯데건설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이상종 60년의 초석, 100년의 미래

이선희 세계속의 롯데! 함께하는 롯데!

이수아 내 아이가 자라서 롯데건설에 입사하는 꿈을 꿀 수있도록 노력하자.

이승환 60년의 성과를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자

이상준 마음과 기억에 남는 영원한 롯데

이성곤 글로벌 EPC, 최고의 경쟁력은 나로부터.

이수연 롯데건설의 발전은 60년을 넘어 계속 될 것입니다

이승환 Faster and Farther than Past!

이상진 60년 롯데건설, 평생 친구!

이성권 60년의 결실 꿈과 희망 기쁨을 안기는 롯데건설

이수열 이순이 된 롯데건설, 세상을 공감하여 고객에게 감동을!

이승환 또다른 시작의 “60”, 과거를 토대로 다시 일어납시다

이상진 창립 60년 새로운 꿈을 건설하다.

이성노 땀과 열정이 담긴 60년 롯데건설, 가자 세계로!

이수은 60년후에도 롯데인의 자부심을 이어가도록 힘을 합치자

이승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롯데라면 가능하다!

이상택 비전이 있는 롯데건설은 앞으로도 흥한다.

이성도 고객만족을 넘어 감동의 그날까지 롯데건설이 뛰겠습니다

이순일 초석을 다진 60년, 글로벌 건설명가의 시작

이승훈 세계로 넓게 뻗어가는 글로벌 롯데건설! 파이팅!

이상한 100년을 향한 힘찬 시작, 60년에서 다함께 합시다.

이성복 앞으로도 내실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이슬기 60년 롯데건설! 한결같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길

이승훈 준비된 자가 성공한다.

이상헌 어제보다 나은 미래, 롯데건설과 함께 가즈아~!!

이성식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신중하게 천천히 하자

이슬기 롯데건설! 지난 60년을 설계도 삼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자!

이시형 함께하는 친구, 롯데건설. 브랜드파워 1위

이상혁 롯데건설 100년 기업을 기원

이성열 100년 기업 롯데건설로 만들겠습니다.

이슬비 위기를 기회로 도약하길

이신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롯데캐슬로 거듭나자!

이상현 100년 이상 되는 기업으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이성우 롯데건설 100년 기업을 향하여 달려 나가자!

이슬아 60년을 넘어 80년, 100년까지!

이아름 40년 뒤 100주년에 또 만나요 우리^^

이아연 60년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

이영태 Enjoy it if you can't avoid it

이원직 롯데건설 창립 60년, 도약 600년!

이인식 인생은 60부터, 건설도 60부터!

이안나 용기있는 자만이 시대를 앞서 갈 수 있다.

이영훈 앞으로 60년이 더 기대되는 롯데건설!

이원하 롯데가 걸어온 길에서 롯데가 걸어갈 길을 발견하다.

이인화 60년의 역사를 자축하며 역동의 100년 롯데 만듭시다

이애경 롯데건설의 60년을 기념하여 세계를 넘어 우주까지

이예솔 롯데건설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건설합니다.

이원희 6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60년을 준비합니다.

이인화 60주년 롯데건설 새로운 마음으로 100년까지

이야무진 60년 역사, 600년을 향해!

이완식 롯데건설 60년을 바탕으로 끊임 없이 나아가자.

이원희 국내 건설사 빅쓰리를 위하여!

이인환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 회사, 롯데건설이 되자~

이양선 함께 만드는 성공기업, 세계로 향하는 롯데건설

이왕석 앞으로 100년의 롯데건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희 세계로 도약하는 롯데건설

이일주 60년 후에는 해외건설시장의 선두주자 롯데건설!

이연민 선배들의 열정 60년, 이젠 우리들의 열정 롯데건설!

이용민 100년을 향해 뛰어가자!

이원희 최고의 건설,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 달려가자!

이장석 제2의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자

이영광 롯데, 앞으로의 60년도 기대합니다.

이용범 무재해 100년 달성! 큰 위상의 롯데건설!

이원희 함께 해서 행복할 수 있는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

이장현 글로벌 광야에 롯데의 깃발을 펄럭이게 하자

이영규 함께한 60년 미래로 세계로

이용석 한마음 한뜻으로 최고의 롯데건설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유근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로 GO!!

이재규 롯데건설이여, 영원하라!

이영근 진짜 달라질 미래를 꿈꿉니다

이용식 달려온 60년 넘어 두배 더 함께 합시다.

이유빈 향후 60년 무재해 롯데건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재근 “롯데건설과 함께해온 10년 good Job!”"

이영기 60년의 기억, 기록 그리고 책임

이용연 지나온 60년, 이제 새로운 60년을 위한 한걸음부터

이유진 롯데건설 100주년 역사가 있는 그 날까지 전력질주!

이재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롯데캐슬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록 60년 기업의 초석이, 100년 기업의 토대로

이용욱 60년 넘어 100년 신화를 향해~ Go Global!

이윤성 더 높은 캐슬을 위하여

이재록 60주년 10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롯데건설로 나가자

이영백 1위 건설사가 되는 그날까지 정진하겠습니다.

이용철 달려온 60년, 나아가자 600년

이윤수 60년 걸어온 길을 발판 삼아 다시 60년 도약하길

이재만 인생은 60부터! 우리는 지금부터!

이영복 60년 성공신화 영속기업으로 거듭나자!

이용혁 60년의 3분의 1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윤주 60년 존재만으로도 대단한 롯데건설!!!

이재명 100년 기업 롯데건설을 위해 다시 시작합시다.

이영빈 롯데가 롯데하자! 100년 기업으로 가즈아!

이용현 역사에 남는 100년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윤호 100년이 앞입니다. 더욱 달립시다!

이재무 앞으로의 60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영순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쭉 성장해나가길!

이용훈 안전과 기술의 60년 롯데건설!

이은구 롯데건설 살기편한 아파트

이재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롯데건설

이영술 세세 무궁토록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용휘 상식을 깬 60년 롯데건설의 건축물 계속 전진하라!

이은선 국내1위 기업! 세계적인 기업으로 전진하는 롯데건설!!

이재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롯데건설과 함께!

이영아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롯데건설

이용희 60년의 기술로 미래 세계 1위 브랜드로 자리매김

이은수 임직원들이 쏟아낸 땀과 열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복 60년이 아닌 200년이상 장수하는 롯데가 되길 기원

이영원 쉼없이 달려온 60년, 종국에는 NO. 1

이우석 더불어 함께하는 롯데인으로

이은실 “롯데의 도전과 성공의 역사가 100년 롯데를 향해 쭉”

이재석 세계로 나가는 초일류 기업으로

이영종 쉼없이 돌아가는 시계처럼 롯데건설 다음 60년도 힘차게

이우택 60년 롯데건설의 역사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이은진 초심을 잃지않는 100년 기업을 향해 갑시다.

이재선 60년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자긍심으로…

이영주 더 높이 뛰기 위해서 도움닫기를 준비를 하자

이원대 벌써 60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롯데건설!

이을수 플랜트 분야의 새로운 강자, 롯데건설!

이재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세기를 잇는 '롯데건설'을 위하여!

이원석 함께온 60년, 함께할 100년!

이익환 60년 역사를 통해 앞으로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이재성 롯데건설 60년은 우리 사랑과 신뢰의 초석

이영철 혁신의 롯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하자.

이원용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인규 60년 역사를 기초로 더욱 발전하는 롯데를 기원합니다.

이재성 롯데만이 가능한 60년, 롯데만이 가능한 100년으로~

LOTTE E&C History

이상무 지나온 60년보다 앞으로의 100년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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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60년 역사속 현재의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이정한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내일 하루도 파이팅!

이종헌 지금부터 시작 국내뿐만아니라 세계 최정상을 향해

이지수 60년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자!

이재영 우리와 함께할 100년 기업 롯데건설

이정현 60년!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이종혁 롯데건설 1000년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이지영 60년 동행, 미래 세대와 함께 가는 롯데건설!

이재오 어려운 길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걸은 60년.

이정호 지난 롯데건설의 60년을 뒤로하고 앞으로의 60년을 기대합니다.

이좌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60주년을 만들겠습니다.

이지용 한국을 대표하는 건설회사 롯데건설이 되길 바랍니다.

이재용 60년의 노력과 정열이 담긴 롯데 더 발전시켜 나가자.

이정훈 100년 사사에도 한마디 담을 수 있길…

이주선 건설 NO.1 롯데 파이팅

이지운 임직원이 행복한 롯데건설

이재원 더 따뜻하고 포근한 롯데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 60년에서 600년까지 이어지도록!

이주섭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롯데건설 파이팅~~

이지은 60년의 역사, 함께하여 영광입니다. 앞으로 100년의 역사를

이재원 터닝포인트 60년, 높은 품격으로 세상을 리드하라.

이정훈 도전에 60년을 초석으로 불멸의 100년 기업 롯데건설

이주열 60년 역사를 넘어 100년 신화를 향해 나가자!

이재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성장하는 롯데건설!

이정훈 새로운 시작! 도전의 시작! 세계로의 힘찬 발걸음의 시작!

이주영 백주년 사사에도 제 이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지현 롯데건설과 함께하는 지금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재하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 롯데건설 60년 역사

이정희 “지나온 60년, 나아갈 60년, 행복할 60년”

이주용 롯데건설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이지현 무한사랑받는 롯데건설의 60년은 미래를 위한 힘찬 도약

이재호 롯데건설의 자부심, 긍정의 힘으로 100년을 준비하자!

이제홍 지나온 것보다 더 큰 발걸음으로 전진, 또 전진

이주탁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다가올 600년의 출발점에서

이지형 60년 역사 사랑합니다~!

이재호 삶을 디자인하는 기업 롯데건설

이조웅 지금까지 함께한 60년, 앞으로 함께 할 60년

이주현 60년을 넘어 더 큰 미래를 향해!

이지홍 Korea NO.1 Asia NO.1

이재홍 60년 역사가 현재를 만들었듯 영광된 미래는 지금부터

이종국 롯데캐슬의 역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주형 지속적인 긍정적 사고는 능력을 배가시킨다

이지훈 2019년 123층! 2139년 345층

이재홍 창의와 신기술로 4차산업 시대에도 롯데가!

이종민 60년 다진 열정, 600년 건실하게 키워나가자

이준

이재훈 60년 역사의 롯데건설 앞으로의 6년이 더 중요하다

이종민 함께이룬 60년 전통, 하나되어 앞장서자!

이준구 60년의 원숙함이 영원토록!

이진

이정권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이종보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준성 국내기업 평균수명 29년! 60세 롯데건설은 성장기!

이진선 100년기업 도약의 발걸음에 맞춰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이정민 “롯데건설 60년,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걸음”

이종서 선배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후배에게 귀감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60년의 짧지않은 시간을 발판삼아 세계로…

이진섭 롯데건설 60년에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이정민 과거 60년보다 더 멋지게 성장할 롯데건설을 기대합니다.

이종석 건설사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롯데건설이 되자.

이준영 60년의자산과40년의혁신으로100년기업이뤄내길

이진성 60년 역사, 함께갈 100년의 기업 롯데건설!

이정민 내 이름 60년 사사에 담겨져 있다!!

이종석 사랑과 신뢰의 역사로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는 우리!

이준혁 롯데건설의 역사가 두자리 숫자에서 세자리 숫자가

이진성 최상의 품질, 최고의 서비스, 항상 처음처럼

이정민 또 하나의 60년을 위해

이종우 60년 역사를 넘어 600년 미래로 파이팅~

이정수 함께한 과거, 더 나아갈 미래

이종웅 60년의 노하우… 이제는 Global Top10으로…

이준호 땀과 열정을 바탕으로 60년을 넘어 100년까지!

이진우 60년의 발자취 더 밝은 미래로!

이정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종응 인생은 60부터! 롯데건설 60년 새 지평을 열 롯데건설

이준희 60년을 이끌어온 하나된 힘! 앞으로의 100년을 만들어 갑시다.

이진형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정우 100주년이 되는 그날까지 전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인 60년의 기반 위에 미래로 나가자

이중효 우리의 Story가 롯데건설의 History로.

이진희 함께 나아가며 소소한 행복이 가득하길 바래요.

이정원 한땀 한땀 쌓아올린 그 명성 이제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이종철 업계 1위가 될 때까지 아자! 아자!

이지석 봄날의 벚꽃처럼 세계를 흩날려라! 롯데건설.

이차영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준비하여, 풍요로운 미래창출하자.

이차종 베푸는 마음, 인정받는 기업

이충희 60년을 발판삼아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는 기업이 되길

이하니 욕심에 치우치지 말고 명예롭게 나아가길

이현승 모두에게 사랑받는 60년 역사 롯데건설 세계로 나가자.

이찬대 끊임없이 노력하고 전진하자!

이치영 앞으로도 롯데건설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하람 60년, 잘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길만 걷길

이현우 고객과 함께 하는 100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찬영 60년역사를뛰어넘어600년까지성장할수있는기업이되자

이치헌 롯데건설 환갑잔치! 60년을 넘어 120년으로!

이하용 롯데건설이여 영원하라!!

이현종 60년을 넘어 100년 기업으로

이창곤 저의 후대에도 정력적이고 지금보다 더 성장한 회사가 되길

이탁형 60년 역사, 600년 역사로…

이학근 60년의 역사와 함께 더욱 성장하는 롯데건설!

이현지 나날이 발전하는 롯데건설과 함께 모두 파이팅입니다!

이창동 백년을 향해~Change before we had to

이태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출발, 롯데건설에서 시작합시다.

이학봉 60년의 기반으로 더 굳건한 기업되자

이현지 롯데건설! You can be anything!

이창민 60주년 축하하며, 대한민국 랜드마크 건설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태관 앞으로도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를

이학승 롯데건설 나아가자 세계로~

이현진 60년 기반을 다진 롯데건설, 높이 솟아오르리!

이창민 You know what we're gonna win

이태성 아시아를 넘어 세계 Top 10을 이루자!

이학준 60년을 뛰어넘은,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은 롯데건설

이현호 굴지의 기업에서 기억되는 기업으로

이창석 다져온 60년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위해 새마음새뜻으로

이태승 미쁘다, 롯데건설! 정말로 미쁘다, 롯데건설!

이학표 최고를 향해 달려가자!

이형균 한국을 대표한 60년, 세계를 대표하는 백년을 위하여

이창석 롯데의 성장과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자

이태연 일자리의 영속성이 확보된 롯데에 우리가 있다.

이한글 지금까지의 60년보다 앞으로의 60년을 위하여!

이형근 앞으로도 안전하게 직원들 모두 건강하길

이창선 60년간의 경험을 발판으로 글로벌 선도사로 도약하자!

이태영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새로운 100년!

이한상 책임은 회사의 수명보다 100년 더 간다 책임감을 갖자

이형주 60년간 축적된 역량을 세계에 알리자!

이창수 우리의 60년 발자취, 100년 역사의 디딤돌

이태우 지난 60년 보다 향후 60년이 기대되는 롯데건설이길

이한승 60년 롯데건설! 100년을 위해 정진!

이형주 한국의 역사와 함께하는 롯데건설

이창엽 오랜 역사를 기억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이태웅 롯데건설의 60년에서 60개국의 롯데건설로

이한웅 도약의 60년,희망찬 미래를 개척할 롯데건설 기원합니다

이형진 급할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기업이 되자

이창익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이태인 60년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 100년을 향해 가자!

이해온 롯데건설의 환갑을 축하합니다

이형철 지속가능한 성장 롯데건설 파이팅!

이창한 누구보다 찬란한 역사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태한 함께 걸어온 지난 60년, 함께 나아갈 새로운 60년

이행렬 60주년을 축하하며 70주년, 80주년을 위해 나가자!

이형한 100년까지 어떤일이 닥치더라도 멈추지 말자.

이창형 60년 그 찬란한 위상 다음 100년을 위한 준비

이태형 60년을 넘어 100년 역사의 건설명가로 우뚝서자!

이헌무 변화와 혁신으로 또 다른 60주년을 시작합시다.

이혜림 항상 같은 마음으로 100주년까지 계속되길.

이창호 함께했던 60년, 함께가는 100년 롯데

이태형 세계 초일류 기업, 롯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헌석 인생은 60부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자

이혜연 60년 기반으로 더욱 나아가는 롯데건설이 되자

이창환 롯데의 무한가능성 Asia를 넘어 세계 Top10 성장

이태호 시계는 아침부터 짹깍짹깍 롯데의 60년도 짹깍짹깍

이헌우 롯데건설과 같이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파이팅~!

이혜영 앞으로의 함께할 날이 궁금한 롯데건설

이창훈 이창훈 만세 !!

이태호 해외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롯데의 열정을 보이자.

이혁철 正道, 60년! '100년 기업 롯데건설'의 필수요소

이호근 앞으로 60년 더~ 파이팅!

이철민 지나온 60년보다 다가올 60년이 더 기대됩니다.

이태훈 멈추지 않는 역사와 신화를 만드는 롯데건설.

이현경 롯데건설과 함께하여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성 롯데건설 60년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이철오 빨리가려면 혼자가라, 멀리가려면 함께가라.

이태희 보다 더 높은 위상의 롯데건설을 희망합니다.

이현덕 다음 60년을 위하여 가자!!

이호영 고객, 파트너사, 임직원 모두 화합하여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이철우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택기 60년 대한민국 건설 리더에서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이현석 성장한 60년 롯데건설. 안정과 지속성장 롯데건설 Go! Go!

이호영 백년기업으로 성장하는 롯데건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철효 60년의 일부 되어 함께하였으니 100년도 함께!

이하나 롯데건설 60년(耳順) 고객의 소리에 더 깊게 공감하길

이현성 롯데건설! 미래를 향해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길!

이호윤 60년 시간과 문화를 담은 건축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롯데건설!

60년의 과거를 밝혀왔듯이 60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될때까지 영원하길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지훈 60년을 넘어 600년을 넘어 최고의 우리가 되자
세계를 무대로 도약하는 글로벌 기업 롯데건설!

이진용 지속적인 긍정적 사고는 능력을 배가시킨다

임근주 최고의 60년이 펼쳐지길!

임영진 뜨거운 열정으로 꿈을 실현하는 롯데건설

임지현 앞으로 60년을 위한 변화를 선도하자.

이호진 직원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실입니다

임남규 60년의 발자취로 이룬 열정 100년 기업까지!

임용기 차세대 롯데캐슬 GO GLOBAL!

임지혜 역사에 길이 남을 롯데건설이 되길 바랍니다.

이호철 1년, 2년. 작은 걸음이 모두의 60년 되었습니다.

임동필 나의 인생은 롯데입니다.

임우식 60년 역사의 현명한 지혜를 바탕으로 차분히 한 걸음씩

임진환 롯데건설의 100주년을 기대하며~

이호철 60년을 넘어 100년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임동희 그룹미션과 함께 존경받는 회사로 성장하길

임우영 환갑맞이 사사편찬 읽다보면 폭풍감동

임창근 한마음으로 전진하자.

이홍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롯데를 위해 가즈아~!!

임무홍 국내를 떠나 콜럼버스처럼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자!

임웅정 천간, 지지의 일주로 새로운 시작, 처음처럼!!!

임채림 롯데 가족분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이홍우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 ‘롯데건설’

임문옥 롯데건설의 60년 역사.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임원규 도약하는 롯데 세상과 하나되는 롯데 파이팅

임채상 60년 기술 롯데건설 100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자.

이홍재 우리회사가 100세까지 건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민수 세계 1등 기업으로 롯데건설 파이팅!

임원재 100년 롯데건설을 이룰 수 있도록 발전하겠습니다.

임채우 건설사의 랜드마크가 되길 바랍니다.

이환표 100년 성장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임병훈 함께하는 친구, 롯데!

임재구 모두에게 사랑받는 롯데건설이 되길 바랍니다.

임채호 한발 한발 앞서가는 롯데건설이 되자.

이황행 롯데월드타워의 자부심으로 창사 100년을 기약하자.

임봉진 앞으로도, 파이팅 넘치는 롯데건설이 됩시다

임재덕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가는 롯데건설을 위해

임철송 지난 60년을 뛰어넘는 앞으로의 60년을 향해 가즈아!

이효근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의 60년을 위해 뛰어보자!

임상수 세상을 바꾼 60년, 이제는 우리가 변화할 때.

임재민 한강의 기적 롯데건설, 통일의 기적도 롯데건설

임철순 더 높이, 더 멀리, 더 크게 세계가 주목하는 롯데건설

이흥수 내 인생보다 더 오래오래 영속기업으로 남아 있기를...

임상영 지나온 60년, 나아갈 100년 기업

임재훈 독수리처럼 비상하여 세계로 나가는 롯데건설이 되길

임태규 60년이 600년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자

이희동 선배님들이 이뤄놓은 60년의 성과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임상욱 60년 롯데건설 가자 세계로

임정규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고 사랑받는 롯데건설이 되길!

임태혁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가 있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이희용 세계를 넘어서는 기업이 되기를-!

임상욱 This Member, Remember, Forever

임정수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소중한 꿈을 실현한다는 신념으로!

임태현 글로벌 기업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

이희우 롯데건설에서 정년퇴직하자!

임상헌 인생은 환갑부터! 롯데건설은 지금부터!

임정인 60년을 넘어 1세기 기업을 향해!

임현기 60년 롯데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자

이희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롯데건설

임송희 100주년엔 글로벌 건설사가 되있을 것이다!

임정훈 60년 롯데건설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자!

임현준 지난 날의 기억 60년, 우리의 자산!

이희자 품질을 넘어 가치를 만들자!

임수기 자랑스러운 60년 역사의 일원이 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임정훈 건설은 60부터, 초심으로

임현택 인생은 60부터처럼 이제 시작이란 마음으로

인수봉 함께했던 추억, 쌓여가는 신뢰, 우리함께 롯데!

임수동 우리는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임종철 100년역사 기록하여 롯데건설 이름 넉자 남기자

임현확 민족을 위한 60년, 세계를 향한 60년!

인치복 60년의 롯데건설 세계로 나아가자

임수지 도전과 열정으로 백년기업 롯데건설이 되길 희망합니다.

임종하 60년의 기초위에 600년의 롯데를 세우자.

임형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임직원 모두 화이팅입니다

임경택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롯데건설이 되길.

임수훈 롯데건설 도약의 60년 다시 한 번 세계로 나아갑시다.

임준기 항상 도전하고 앞장서는 열정적인 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홍재 롯데건설 100년 사사 한 마디를 쓰는 날이 오길

임경호 멋진 롯데 항상 번창하길

임승희 100년사까지 더 번창하는 롯데건설이 되길 바랍니다

임지성 롯데건설 60년의 일부로 일하고 있음에 뿌듯합니다.

임휘복 I LOVE LOTTE!

임관선 시작이다. 지금부터…

임영균 60년을 넘어 100년을 이어가는 롯데건설

임지수 앞으로는 롯데의 60년을 넘어 우리의 60년이 되길

임희대 자랑스런 롯데건설!

임구환 불굴의 의지 앞에서는 높은 산도 몸을 낮춘다

임영우 고객에게, 사회에 늘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지영 60년 롯데건설, 100년 기업 롯데건설로 거듭나길~!

임희석 롯데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다.

㉨
장경호 주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친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장석건 우리의 역사는 선배들의 발자취이지 후배들의 꿈입니다.

장철주 앞으로도 마부정제하는 롯데건설이 되길 바랍니다.

전명배 60년 전통의 롯데건설! 앞으로도 건승하길 기원합니다!

장석우 모두가 만든 결과, 모두가 만들 미래

장택진 60년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60년을 더욱 힘차게!

전명호 stat up~ 100 years!

장광수 60년 롯데건설 100년 건설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

장성재 인생은 60부터! 롯데건설은 지금부터 다시!

장한용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자!

전병수 앞으로의 60년도 롯데건설과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장근석 60년 추억에 안주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롯데건설

장성훈 롯데건설 60년... 아직 배가 고프다.

장현식 늘 한결같은 롯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병우 사랑해요 롯데, 최고예요 롯데

장근철 열심히가 아닌 잘하는 최고의 롯데건설을 이룩합시다

장성훈 새로운 60년을 향해 새마음으로 출발!

장현재 환갑나이에 맞는 워라벨을~

전병호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용 롯데건설 60주년! 앞으로도 번창하길 기대합니다.

장수민 100년 롯데건설 실현을 향해 파이팅!

장형재 TOP 10을 위하여 파이팅!!

전병희 60년을 가꾸고 이룬 자리에 함께 해서 더욱 기쁩니다.

장길상 세계가 기억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60년입니다.

장승재 인생 60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장호성 더욱 발전하는 롯데건설이 되자!

전삼도 60년 기술력으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자

장대한 롯데건설 영원하라. 팍팍!

장아페이 글로벌 이미지 구축과 세계시장을 향한 이미지 변신

장호식 한국의 랜드마크 건설, 이제는 세계속의 롯데건설로!

전삼종 밝은 눈으로 만리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롯데건설을 위해

장대호 자랑스러운 롯데건설 더 빛나는 미래를 위해 파이팅!

장욱

장호중 지나온 60년을 지나 선두하는 60년을 위해

전상현 세계로 나아갈 1등 기업 롯데건설!

장덕수 더욱더 발전해가는 롯데건설이 되었으면.

장운창 100년 건설지기 롯데건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훈

장동균 인고의 세월을 지나 웅비하는 롯데건설이 되리라!

장원아 모든 직원이 행복한 회가가 되길…

장흥순 60년 롯데건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 언제나 영원하길

전성완 100년 뒤 메시지도 남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수 Slow but better

장유빈 롯데건설의 역사와 성장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장희규 롯데건설 60년을 같이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전성진 6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나가자!

장동수 고객의 롯데! 세계의 롯데!

장윤예 우리의 역사를 더 깊게 알게 되어 기쁩니다.

장희민 Work Together! Go Together!

전성호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롯데건설이 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장동운 세계를 제패하는 롯데건설이 되길

장익성 60년을 초석삼아 가자! 영속기업 롯데건설로

장희준 60년.. 이제 시작이다~

전성훈 노력하고 세계로 진출, 명문화 되었으면 합니다.

장두석 지금같은 모습 그대로 100년까지

장재영 롯데건설 60주년의 한 일원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장희택 우리는 자랑스러운 롯데맨이다.

전승배 롯데건설 60년, 100년까지 이르리!

장문석 모두에게 신뢰받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길

장재욱 60년의 밑거름이 헛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말자.

전경래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 모습도 기대하겠습니다.

전승찬 Fly to the top

장민호 계속 발전하는 롯데건설이 되자

장준석 롯데건설, 60년 실현! 앞으로 100년을 향해!

전경완 롯데건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승호 60년을 넘어 100년 롯데건설로 기술로 나아가자

장범진 젊은 날, 롯데건설에 발자취를 남기다

장준희 지나온 60년을 품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도약합시다

전계택 지금은 100세 시대, 40년 더 으샤으샤!

전승호 인생은 60세부터! 롯데건설도 60년부터!

장병철 국내와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조례가 됩니다

장지연 모두 성취하는 롯데건설이 되기를

전광구 새로운 변화속에 성장해온 롯데건설 앞으로도 영원하길!

전양수 즐거운 60주년, 글로벌한 발전을!!

장보순 영광의 60년, 전 세계로 도약을

장지영 재미있는 삶터 우리가 만듭니다. 자랑스런 롯데 파이팅!

전광진 60년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자!

전영준 오랜 역사와 전통의 롯데건설 화이팅 입니다!

장상섭 지구와 운명을 함께할 자랑스런 기업을 이룩하자

장진우 60년 이라고, 그래서 믿음이 가지요~ 축하합니다.

전교영 더 높이 비상하고 더 멀리 날아가는 롯데건설이 되길

전옥제 60년을 맞아 앞날에 발전과 큰 번영을 기원합니다.

장샛별 미소가 가득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장창훈 이제 시작 600년 기업으로

전국인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함께라면 가능한 우리

전우금 60년 땀의 결정체,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성장해온 롯데건설 파이팅!

과거 60년이 그러하듯 롯데는 영구 존속 발전할 것

LOTTE E&C History

이호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전성기 보다 더 성장하는 롯데건설이 되길

311

LOTTE E&C 60th Anniversary Edition
전우식 품질 No.1을 노리는 건설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형진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롯데건설의 끝은 없다

정동우 60년의 기억 세계의 선두주자로 우뚝 설 롯데건설

정세훈 60년의 성장기를 기반으로 Global 기업으로!

전윤승 건실한 기업으로 100년을 영속하길. 파이팅!

전호균 60년 브랜드 파워를 이어나가 확고한 자리매김

정동희 더 나은 삶을 가치를 창조해 나갑니다.

정소명 언제나 그랬듯 사회에 기여하는 롯데가 되길 바랍니다.

전이수 더멋진 미래를 위해 파이팅!

전홍준 롯데건설 60년! 무재해로 60년!

정미래 언제나 지금처럼 굳건할 롯데건설

정소정 롯데건설의 기술과 디자인으로 인류사회에 공헌하자!

전인수 최고의 시공능력과 최고의 안전으로 업종 1위 달성

전환수 패기와 열정의 롯데건설, 미래는 계속된다

정병근 Go Further 롯데건설!

정수동 역사를 바꾸는, 역사를 창조하는 롯데인

전인수 최고의 품질과 안전으로 나가자 업계 No.1

정경열 이제는 백년기업이다!!!

정병두 60년롯데건설!모두에게사랑받고신뢰할수있는기업으로나가자!

정승원 세계로 향해가는 롯데건설!

전재명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롯데의 것으로 채워가는 것

정곤영 60년 사사중에서 나의자취도 24년, 전설이되자!

정병송 어제와 오늘이 만나 지속가능한 미래 창출

정승진 롯데건설과 함께 流芳百世 영원하라.!

전제환 왔노라, 보았노라, 롯데했노라.

정광석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으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정병수 100년 가 봅시다.

정승현 60년 롯데건설! Global 롯데건설!

전종욱 60년 롯데건설. 창립 100주년을 향해 화이팅!

정광수 지난60년은 미래의 기반입니다.100년 역사의

정삼용 나와 함께한 60년 가족과 함께하는 100년이 되었으면

정승호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롯데건설이 되기를!

정상인 롯데건설 60년, 세계로! 미래로!

정연모 60년 건설 노하우로 새로운 미래의 혁신 이루자!!

전주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도자로의 도약!

선도기업을 염원합니다.

전준식 임직원 모두가 롯데캐슬에서 사는 그날까지 파이팅!

정광진 롯데건설 작업전 안전확인! 좋아좋아좋아!

정상화 60년 불굴의 정신으로 최고의 기업이 되길 다짐합니다.

정연수 내 처음이자 마지막 회사

전진기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롯데건설 파이팅!

정구진 60년간 선배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상훈 60년 역사를 넘어 100년 미래로~~~

정연우 60년간 쌓아온 롯데건설, 더욱 더 높은 곳으로

전진섭 지금까지의 위치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자

정규성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롯데건설이 되어라!

정석훈 기업보국으로 애국하자!

정연익 롯데 60년 세계로 미래로

전찬호 60년 동안 쌓은 기반으로!! 건설 1등 기업으로!!

정규완 쉬지 않고 달린 세월, 더욱더 발전하세요.

정선미 4차 산업혁명의 선두 기업으로 우뚝!

정연희 즐거움으로 머물고 그 곳에 설렘을 더하다.

전창율 걸어온길 60년 달려나갈 미래

정규인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앞으로 영원히!!

정성권 고객감동을 우선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롯데건설

정영광 롯데건설 60년, 600년의 영광을 위해서!

전창현 롯데건설 100주년 위한 디딤돌 되는 60년 되자

정규호 기본에 충실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100년 기업을 향해!

정성규 롯데건설의 밝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정영균 영속하는 기업의 롯데건설!

전태수 앞으로도 성장, 발전하여 모범적인 1등 기업이 되기를

정기철 브라보 마이 라이프! 마이 롯데!

정성덕 롯데 60년 발자취가 우리들의 발자취 함께 걸어가자

정영록 60년 롯데건설! 더 밝은 미래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전태중 대한민국 1등 건설회사가 되는 그날까지…

정남준 세계로 뻗어나가는 롯데건설

정성수 60년 역사를 기반으로 미래로 도약하는 롯데건설

정영배 행복하고 사랑받는 롯데건설

전택수 치열한 경쟁 속의 롯데건설. 앞으로 60년 더!

정남훈 40년사가 엊그제 같은데 60년사라니 감회가 새롭다.

정성욱 고객들에게 늘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실 100년 롯데건설을 향하여 우리 모두 콜라보

전하정 걷고 뛰어온 60년, 달리고 날아갈 100년. 파이팅!

정다혜 아시아의 롯데에서 세계의 롯데로

정성호 우리 터전, 천년 더! 가즈아!!

정영준 60부터 새로 시작

전현국 한몸바친 롯데건설 영원하리 ~

정대건 1000년 기업 롯데건설. 무재해로 나가자!

정성훈 치열한 세상 속에서 60년 더 성장하자!

정영호 신뢰받는 기업 100년을 향해 GOGO!

정도영 고객의 삶을 건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롯데건설

정세성 Let's go future together ^^

정완식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이렇게

정도현 발자취를 쫓는 기업이 아닌 발자취를 남기며 나가는 기업이 되기를

정세진 대한민국을 이끈 60年 세계를 향한 60年을 기대합니다.

정용화 앞으로의 60년은 건설의 리더로 우뚝 서자.

정우진 지금까지 이런 건설사는 없었다. 최강 롯데건설!

정재혁 60년 롯데건설 한국을 넘어 세계의 롯데로~

정창현 60년을 밑거름 삼아 더욱 창대할 앞으로의 60년

조건호 롯데건설은 우리가 선택한 최고의 기업입니다.

정우철 60년 역사의 일부를 함께 하는 내가 자랑스럽다!

정재호 최상의 품질, 최고의 서비스 계속 이어가길 기원합니다.

정탁영 60년의 역사보다 더 나은 미래가 되길

조경원 함께한 우리, 함께할 영광. 빛나는 롯데건설을 향해

정운성 최고의 건축 명가 롯데건설, 100년 기업을 향하여

정재환 60년 지나고 100년 넘어서는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정태성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져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롯데건설

조계진 임직원에게 사랑받고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정운화 새로운 100년 역사를 위해 다시 시작하자!

정정우 롯데건설 만세! 만세!

정태정 롯데人 모두 도전과 혁신의 마인드로 재무장합시다

조광석 국경없는 세계의 롯데가 되길.

정원경 처음처럼 변함없이 사랑받는 롯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화 60년을 이룬 처음 마음 변치 말고 항상 처음처럼

정태진 정직한 사람과 정직한 회사가 되자

조광수 세계1위 기업이 되는 그날까지

정원석 지금까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 100년의 역사

정종섭 대한민국 대표기업으로 아시아 NO.1을 지향합시다!

정태훈 60주년을 함께 맞이하게 되어 참으로 좋습니다.

조규연 60년의 경험을 발판삼아 미래로 나아가자!

정원진 100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정종신 밝은 미래,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정한호 최상의 품질, 최고의 서비스, 항상 처음처럼

조길성 100년 기업 롯데건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원호 롯데 60년 열정의 불꽃 이어갑시다.

정종일 60년의 기초를 바탕으로 초고층의 미래로!

정항석 롯데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나아가자

조동윤 60년도 대단하지만 길이길이 600년까지

정은진 시간이 흘러도 마음 속에 기억되는 롯데건설

정주연 60년 역사를 넘어선 롯데건설의 제2의 도약을 함께해 영광입니다.

정해룡 원칙과 기본으로 건설을 선도하는 롯데건설

조두균 해외주택의 발전을 위해 건축 설계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정은혜 달려온 60년, 성장할 롯데건설

정준규 앞으로도 행복이 넘치는 롯데건설이 되기를

정현수 롯데건설 모두가 만족하는 회사로 나아가자!

조명상 늘 사랑을 안고, 나누는 롯데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은호 롯데건설 100년 역사의 그날까지

정준호 지난 60년은 국내 강자, 앞으로 60년은 글로벌 강자!

정현진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조명진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고 싶은 롯데건설

정의중 롯데건설 60년, 100년 초석의 발판이 되길

정중훈 글로벌 리더로 나아가는 과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정형진 변하자 ! 실천하자 ! 습관으로 !

조문일 60년을 넘어 100주년까지 힘껏 나아가길!

정인수 60주년 롯데건설 우리의 시대!

정지민 늘 기대하게 하는 '롯데건설'로 도약합시다!

정혜인 또 다른 60년을 위해 내실을 다지는 원년으로!

조민규 동종업체 최고를 향한 발돋움의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정인욱 시작의 60년, 더 큰 내일과 무한한 미래를 목표로

정지용 진취적인 생각과 능동적인 행동으로 100년을 선도하자

정호경 60년 역사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조민희 변화와 혁신의 60년, 이제 100년을 향해!

정인혁 6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정지혜 100년의 역사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정호균 100년 기업을 향해! 세계로! 미래로!

조범석 뿌리깊은 60년통해 앞으로의 시간들을 만개하자

정일섭 개인과 가족의 추억이 된 것처럼 앞으로도….

정지홍 진정한 회사는 60세부터~ 롯데건설 너~~

정호동 60년 도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자

조범신 60년 롯데건설, Quantom Jump 한해가 되기를!

정재경 글로벌 건설사로 발돋움하는 롯데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정지훈 손주 며느리가 다니고 싶은 기업으로 만들자

정홍근 60년 열정! ‘만세’까지 그 영광을 영위할 것입니다.

조병수 고개를 돌릴 때마다 보이는 우리 롯데 앞으로도 계속

정재만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도약

정진우 롯데건설,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

정환민 60년 역사와 전통으로 미래를 선도하다.

조보연 임직원이 모여 롯데건설이 됐다!

정재섭 100년을 향해 롯데건설 파이팅

정진우 지나온 60년 앞으로의 60년을 만든다

정희석 앞으로의 60년은 더욱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복진 단단한 바닥을 딛고 더 높은 미래로.

정재원 롯데건설 파이팅!!

정진원 60년의 자부심, 100년 기업 롯데건설로 이어나가길

정희윤 롯데건설 60주년! 함께 합시다!!

조상근 인생은 60부터, 롯데건설의 NEW SIXTY를 기대합니다.

정재춘 60년의 길보다 앞으로 글로벌의 길이 더 멋지길…

정찬귀 모두가 노력하여 성장할 향후 미래가 기대됩니다

정희채 올바른 변화만이 살길이다!!

조상희 60년 역사를 다진 롯데! 100년 역사로 가는 길목!

정재학 롯데건설 60주년!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으로의 도약!

정찬문 도전과 성공의 역사가 영원하길 기원합니다.

제승오 힘찬 도약을 위해, 창조를 사랑하는 기업

조석현 60년 노하우를 이어 120년까지 달려가는 롯데건설

전현수 不怕慢, 只怕站! 지속발전하는 롯데건설!
전형욱 윤리 경영의 롯데건설에서 나부터 윤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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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균 함께 100년 역사를 넘어 갈 수있는 롯데건설을 만들어 나가자

조주현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사고 zero 기업이 됩시다

조홍현 세계일류기업 롯데건설기원

조선호 롯데건설의 잠재력과 롯데 시너지를 믿고 함께 하겠습니다

조용래 선배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준수 60년롯데건설,100년을넘어세계로

조효재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롯데건설 파이팅!

조성권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

조용본 과거의 교훈을 되새겨 미래를 준비하자 가자 100년 롯데

조준태 트랙을 도는 운동선수가 아니라, 길을 개척하는 롯데人!

조훈제 60년 나이에 자만말고 더욱 정진하는 롯데건설이 되길

조성백 세상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조용현 60년 우리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건물을 만들자

조찬희 노력의 60년이었다면 이제 행복의 60년 만들어요.

조희재 60년을 넘어 천년 기업으로 가자.

조성용 함께했던 60년 함께할 60년 롯데건설 미래로 세계로

조운해 더욱 더 안전한 롯데건설을 만들겠습니다.

조창일 새로운 도약 100년을 위하여~

주건형 일신우일신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새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조성우 40년 더 근무하면서 100년 사사 편찬 때도 한마디 해보자!

조원정 끊임없는 발전 신뢰 할수있는 롯데건설

조철호 고객에게 사랑받는 롯데건설

주기철 100년을 향해 앞으로 40년 함께 달리자.

조성준 60년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세계적 건축공사 표준이 되길

조원태 롯데건설의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조춘묵 60년 롯데건설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화이팅!

주두성 60년 굳건한 초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길

조성준 하루하루 견고해져가는 롯데건설인이 되길 기원합니다.

조유

조충성 ASIA TOP 10을 넘어 Global TOP 10을 향해

주민규 60년 역사 롯데건설! 이제는 세계에서 역사를 만들자!

조소은 일신우일신, 롯데건설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조윤상 60년 역사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건설기업으로

조충진 플랜트 분야 주체적인 강자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길

주영래 60년 건설문화 창조! 600년 건설신화 창조!

조승호 60년에 매출 6조, 100주년에는 100조 달성하자!

조윤탁 60년 성장의 롯데건설 역사 미래를 선도하는 건설회사로

조태경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로! 세계로!

주영수 100년 기업을 위한 경제적 해자를 만드는데 밀알이 되겠습니다!

조아라 60주년 일부를 함께하여 영광입니다.

조은호 모두가 하나 된 롯데, 국민과도 하나 된 롯데가 되길…

조태상 롯데건설 60년, 건설명가로 도약하자!

주용욱 사랑받는 롯데, 신뢰받는 롯데건설

조아라 롯데건설의 60년에 발자취를 남길 수 있어 행복합니다.

조은효 100년 날개를 위한 60년의 초석

조한석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는 롯데! 응원합니다.

주윤희 60년의 노련함으로 100년 한번 넘어보자!

조연상 60년 넘어 600년 사랑받을 롯데건설!!

조의관 벌써 60년이 아닌 이제 60년, 이제 시작이다.

조한준 변화의 연속 속에서 더 나은 우리(롯데건설)가 되기를

주인철 안전 1등! 품질 1등! 시공 1등!

조영길 롯데건설이여! 100년, 1000년 세계로. 미래로.

조인호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은 힘이 아니라 불굴의 노력이다

조현갑 더욱 더 발전하는 롯데건설이 되길 기원합니다.

주종섭 나의 젊음이 녹아있는 60주년! 너무 너무 축하합니다.

조영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조일선 100주년에는 더 멋진 응원문구를 준비하겠습니다.

조현수 모든 사람이 가고, 가지고, 가 보고 싶은 롯데가 되길

주진만 조선왕조 5백년을 넘어 번영하기를 기원합니다.

조영삼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함께 합시다.

조자윤 글로벌 건설리더로의 도약을 향해 나가자!

조현준 롯데건설 수고 많았어~ 백세 때 보자!

주진욱 60년을 넘어 600년을 향해 나아가자!

조영성 60년 역사를 넘어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조장현 앞선 생각으로 시대를 이끌어갑시다.

조현진 60년이 600년 되도록 건설역사의 한 획을…

주진현 글로벌기업으로 우뚝서서 영원히 기억되길.

조영직 60년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길

조장희 60주년, 그리고 해외현장 허니문!!

조현철 지나온 60년의 한획과 앞으로의 한획을 위해

주찬양 롯데건설의 다음 60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조영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켜 준 롯데, 감사합니다.

조재덕 지난 60년의 탄탄한 사사로 성공적인 앞날을 만들자!

조형식 60년 동안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

주현태 걸어온 60년 축하하며, 한발 더 나가자

조예경 지금 이 순간에도 롯데건설의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다!

조재현 롯데건설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조형찬 60년에 이어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형준 롯데건설이여, 영원하라!

조완진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그룹 롯데건설

조정원 롯데건설의 100년의 역사를 향해

조혜경 60년 경험으로 이룬 초고층 분야의 리더, 화이팅!

주형진 60년의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는 롯데건설!

조왕근 60년 새로운 세상의 시작

조제현 Let's go beyoud 100's

조홍범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100년 일류기업으로 가자!

지경민 무재해 60년 달성! 브랜드 1위 달성!

지상규 600년 영속하는 글로벌 건설회사로 나아갑시다.

차동락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브랜드 롯데건설을 기원합니다

채한수 60년 경험 앞으로 나아갈 디딤돌이 되자!

최기택 600년을 넘어서는 60건 이상의 롯데 건축물.

지상협 이제 우리가 60년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갈 주인공입니다

차득로 시대를 선도해온 롯데건설 앞으로도의 60년을 선도합시다

채효병 인생은 60부터 말처럼 60년을 맞아 다시 도약합시다

최기하 롯데에 이름 석자 남기고 갑니다. 최.기.하

지상희 성공적인 60년 역사, 앞으로 더욱 성장할 롯데건설

차상수 앞으로 100년을 위해 도약하는 롯데!

천광희 롯데건설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기홍 가자! 100년 기업을 넘어 미래로 세계로!

지성웅 60년을 넘어 백년대계를 향한 꿈을 이루길 기원합니다.

차성현 더 멋지게 성장할 LOTTE 기대해 봅니다:)

천명익 60년을 넘어 100년 신화를 향해 힘을 냅시다.

최기효 최고를 꿈꿨고 최고가 되었다.

지승렬 롯데건설 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부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차수빈 끊임없이 도약하는 롯데건설

천병준 함께하는 롯데건설!

최길열 글로벌 건설의 신기원을 이룩하는 롯데건설.

지승민 지난 60년처럼 앞으로도 우린 계속 해낼 수 있습니다.

차언동 60년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롯데건설!

천성욱 60년의 일부를 함께하여 영광입니다

최낙균 견고한 성장을 발판으로 자산운영이 롯데건설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지웅배 앞으로 더 빛날 회사가 되도록 함께 걷겠습니다.

차용준 롯데건설 60년을 시작으로 100년 기업으로 거듭나자

천소영 60년 역사의 롯데건설! 더욱 빛나는 롯데건설을 향해!

최다영 100주년 기념 한 마디를 적는 그날까지 파이팅!

지원백 100년 영속기업이 될거라 믿습니다~ 파이팅!!!

차윤홍 핸드폰은 애플, 건설은 롯데 파이팅!

천승현 대한민국이 기억합니다. NO1. 롯데건설

최대종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쇼!

지원준 100년 기업!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옵니다^^

차응배 60년 롯데건설과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롯데인으로 남길

천학기 끊임없이 노력하여 더 높은 롯데건설을!

최동기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 나가자^^

지정우 60년 롯데건설 함께 만들자!

차재식 120년을 향한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

최갑문 60년 역사를 자양분삼아 영속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최동명 기호지세(騎虎之勢)-멈출수없는기세로 100년까지 가자!

지효선 인생은 60세부터라는 말처럼 롯데건설도 60년부터!

차재호 앞으로 60년도 지금 같이!

최경선 함께 하는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

최동연 나무보다 숲을 볼줄 아는 건설인이 되자

진보라 빛나는 60년의 역사.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차지은 껌으로 시작한 롯데, 거대한 검이 되다.

최경희 진취적인 자세로 큰 현실을 만들겠습니다.

최동오 윤리경영으로 100년의 역사를 만들었으면…

진수현 열정의 60년을 바탕으로 감동의 100년 실현까지 함께 달리겠습니다

차지홍 이제 100년 기업을 향해 일하기 좋은 회사로 만들어가요

최광녕 롯데건설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

최두호 과거는현재를비추는거울입니다.역사를통해미래를준비합시다

진영민 새로운 60년 역사의 시작은 내가 바로 주인공

차한일 100주년 사사편찬은 저에게 부탁하세요.

최광선 창립 60년, 도약 40년, 100년 기업 롯데건설

최만호 60년을 시작으로 100년 롯데건설 이룩하자

진종구 인생은 환갑부터 시작이듯 롯데건설도 새 각오로 새 출발을

채대영 Next 60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최광우 팀원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60주년을 위하여!

최명천 지나온 60년, 100년을 향해 달려가자!

진천우 60년 롯데건설, 무에서 유를 창출하자!

채석대 600년까지 영원하길 바랍니다.

최광욱 Catch the 안전! With U 롯데건설!

최무준 60년의 역사와 경험으로 앞으로 전진!!

진태욱 우리의 60년 토대는 600년을 위한 초석일 것입니다.

채성환 60년 롯데건설의 영광을 이어가겠습니다

최광진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역사를 만들자!!

최민규 60년을 넘어 안전, 시공, 품질 대한민국 1등 건설사로!

채수빈 60년을 넘어 100주년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최규범 롯데건설 60년사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가 담겨있습니다.

최민기 발전하는 롯데건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
차경재 선배님들이 쌓아오신 60년!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채승준 한국과 함께 성장한 롯데건설, 세계를 이끌어갈 롯데건설

최규식 롯데의 노하우를 가지고 세계 중심에 서는 그날까지!

최민석 100년 기업을 향한 롯데건설을 응원합니다.

채승헌 가치에는 늦은 건 없다. 롯데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

최규창 도전의 60년, 함께 하는 100년 롯데건설!

최민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

차관수 롯데건설이여! 나아가 세계로!

채정인 열정의 우리의 나날들, 그 무엇보다 위대했음을

최근수 60년 동안 고생했고, 더 나아가자

최봉준 걸어온 길을 뛰어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롯데건설을 위해

차길봉 2019년을 플랜트사업본부 성장의 원년으로 삼자.

채준병 온고지신의 지혜로 새로운 롯데건설로 탈바꿈하자!

최기림 혁신! 자주! 창조!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가자~

최상욱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롯데 영원히

국내 1Tier 플랜트 선도사를 100년까지!

LOTTE E&C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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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온 롯데건설의 팔순잔치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의중 롯데건설 60년, 앞으로 더 나아가 600년까지!

최종식 나를 스스로 발전시키는 이곳 롯데건설

최상진 모든 이들이 사랑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신웅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같이 발전하는 모습으로~

최익주 (독수리) 날개를 펼쳐 나가자. 더 큰 세계로, 희망찬 미래로~

최준규 롯데와 함께해온 60년의 행복, 전세계인과 함께 하자

최석호 60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가자!

최연귀 11살 아들 영주가 다니고 싶은 회사가 되도록!!

최일성 미래로 빛나가는 롯데건설

최준수 60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60년을 위해 화이팅!

최석호 롯데건설 60년 축하합니다.

최연오 지난 60년을 돌아보고 1000년 기업의 초석이 되길

최재규 최고가 되기 위해 이제부터 시작이다!

최준환 모두의 삶이 행복해지는 공간, 롯데캐슬.

최석환 걸어온 길 기억하여 걸어가야할 길 나아가자

최영길 Pride 롯데 Challenge 롯데

최재성 60년 롯데건설 자랑스럽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롯데건설이되자.

최진주 지금은 롯데건설! 영원히 롯데건설! 앞으로도 롯데건설!

최선호 앞으로도 지속 성장하는 롯데건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덕 내실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되자

최재영 롯데건설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최진호 100년 기업을 위한 힘찬 출발! 우리 함께!

최선희 롯데건설 60년 역사를 되새겨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자

최영선 모두가 평등한 미래를 위하여

최재원 반평생 함께한 롯데건설 영원히 함께하길

최창봉 수고한 60년~ 열정의 100년을 위하여!

최성규 60년의 뿌리, 100년의 줄기, 600년의 꽃까지!

최영식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는 롯데건설로 거듭나길…

최재은 롯데건설이라는 한지붕아래서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석 지난 60년간 축적된 에너지가 미래 600년을 밝히길

최성섭 롯데캐슬 브랜드 파워 1위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화 사사편찬에 임직원들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최재현 지금까지의 60년을 넘어 더욱더 발전하는 롯데건설

최창순 No.1 Lotte!

최성우 과거도 롯데! 미래도 롯데! 언제나 롯데건설!

최예닮 역사를 넘어 세계로!

최재훈 함께 웃고, 함께 꿈꾸는 롯데 건설!

최창영 Go global top tier!!!

최성욱 100년 롯데건설이 되는 날까지 눈부신 성장을 기원합니다

최용근 60주년이 새로운 도약의 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정길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준비과정

최철웅 100년 기업 롯데건설! 힘차게 도약하자!

최성욱 60년 롯데,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가자!

최용석 롯데건설의 새로운 60년을 위하여!

최정로 지난60년선배들의 발자취, 앞으로60년후배들의 이정표

최철호 롯데건설의 신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최성욱 수고하셨습니다.앞으로 더 나아가는 롯데건설이 되겠습니다

최우석 지난 60년을 능가하는 앞으로의 60년을 위하여

최정석 더욱 빛나는 미래의 롯데건설 60년을 향해 갑시다.

최태영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최성중 60년간의 발전을 넘어 진보된 100년을 준비하자

최우성 환갑은 인생의 시작 롯데건설의 시작은 지금부터

최정우 100년 기업으로 거듭나자!

최필주 선배님들의 60년, 후배들이 멋지게 이어나가겠습니다.

최성하 60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롯데건설!

최우진 국내를 넘어 세계로 가는 롯데건설!!

최정우 현재의 직원들은 미래의 더 많은 직원들을 위해 열심히!

최한솔 앞으로의 60년도 플랜트 설계 발전을 위해!

최성환 미래로 영원히 나아가는 롯데건설~파이팅!

최우진 지난 60년의 노력이 2119년 롯데건설의 초석이 되길

최정욱 앞으로 롯데의 길은 전 세계 곧곧으로 뻗어나가길..

최현상 롯데건설 60년 함께 하겠습니다.

최성훈 외유내강의 60년 역사, 600년 뒤에는 최고령 기업!

최원석 모두가 뜻을 모아 롯데건설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최정웅 60년 써내려온 역사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힘이 될 것입니다

최현수 과거의 꿈은 지금의 노력을 통해 곧 눈 앞에

최성희 60년의 롯데건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최원준 나의 평생직장 행복한 롯데건설.

최정윤 롯데건설 60년 인류의 풍유로운 삶에 기여

최현욱 60주년 롯데건설! 백년 장수기업으로 도약합시다.

최송룡 도전과 땀으로 이룬 60년, 600년을 위하여 전진

최유라 100년의 롯데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

최정일 지금까지의 성장세가 영원히 계속되길

최현웅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되기를!

최수지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가 되어, 세계를 이끄는 롯데가 되자

최유정 롯데건설 60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습니다. 롯데건설 화이팅!

최정재 후대에 찬란히 남을 롯데건설의 사사는 진행 중!

최형민 So far, so good… so what?

최승우 Asia TOP 10 이룩하라

최윤지 해가 떠도 롯데 달이떠도 롯데 롯데 화이팅 ~♡

최정주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100년 신화를 향해 도약하자

최형택 앞으로도 항상 발전된 모습으로 100년까지 나가자!

최승훈 BP2R1MXTPP34EOA. LEC 행복설계단.

최은호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롯데건설을 만들어 갑시다.

최종명 다음 60년을 향해 나아가자

최호근 피드백이 가치를 올린다

최호섭 인생은 60부터이듯, 다시 시작될 롯데의 새로운 도약!

편동현 올바른 경영이 회사의 이미지입니다.

한강

최호영 아시아 TOP 10 롯데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자

편재훈 건설계에 뿌리깊은 롯데건설이 되길!!

한경선 세계 초일류 건설 달성

한재만 60년 "역사" 넘어 세계건설 "인싸"로!!

최호영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

표방현 100년 후에도 자랑스런 롯데건설로 …

한광택 다가올 60년은 국민기업 롯데건설로.

한재상 롯데건설 100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최호준 앞으로의 더 큰 도전과 발전을 위해 파이팅!!

표서근 40년 후에도 살아있는 기업이 되자

한광희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의 성공 전략을 수립합시다.

한재석 70년 80년까지 쭉 가길 기원합니다.

최홍석 70주년에는 대북사업 진출해있자.

표영균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다 같이 갑시다!

한규성 과거의 기억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한재우 선배님들의 땀으로 이룬 60년에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최홍엽 롯데건설의 가치를 세계로!

표중희 뿌리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롯데건설도 그러하길.

한나래 모두가 만들어간 지난 60년. 앞으로도 더 좋은 회사가 되기를!

한재운 도약하라! 전진하라! 실천하라!

한만규 정성을 다하면 세상은 변한다 앞으로도 롯데 세상으로

한재윤 60년을 넘어 70년으로 향하자!

㉭
하상진 60년을 밑거름으로 100년을 향해 도전하는 롯데건설

한명성 60년의 발자취를 발판으로 백년기업 롯데건설로 가자!

한재형 60년이 아닌 더 나아가 전진하는 발전하는 롯데건설이길

한문태 힘차게 달려온 60년! 롯데건설 화이팅!

한종순 내실을 다져서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서길 기원합니다.

최희정 60년 세계로! 미래로!!

하석주 바람이 불지 않을 때에도 앞으로 뛰며 바람개비 돌리는 롯데건설인!

한삼용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 롯데건설이 이어 갑니다.

한종훈 늘 그렇듯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추광호 어느새 60년!! 앞으로도 쭈~욱 발전하기를~~

하석현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발전된 모습으로 100년까지

한상선 함께 걸어온 60년, 함께 만들어갈 100년

한주형 600년 롯데건설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합시다.

추연집 앞으로 번창하는 롯데건설…영원히…

하성민 선배님들이 이끌어온 60년,이제는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한상수 도약의 60년! 리더의 60년을 향해!

한진석 대한민국 1위를 넘어 세계 1위로 나아가자

추현욱 앞으로의 60년을 위하여 다함께 파이팅합시다.

하성필 1군을 넘어 GLOBAL LEADER로!

한상욱 세계를 선도하는 롯데그룹! 가자, 글로벌 시장으로!

한진원 롯데건설의 60주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하수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롯데건설이 되길바랍니다.

한상철 롯데건설의 더욱 발전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한충환 60년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新도약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탁경진 삶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주는 기업이 되기를…

하수희 세계 정상에 서는 그날까지 쭉 Go Go Go!

한상현 오랜 시간을 보낸 것처럼 모두 행복한 동행으로 이어지길

한태성 함께 가는 친구 롯데, 앞서가는 친구 롯데건설!

하승엽 롯데건설의 힘. 감사합니다.

한서현 이팔청춘 총각의 마음으로 진취적인 롯데건설이 됩시다.

한현섭 함께한 날 보다 함께할 날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탁성민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하준호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따뜻한 기업

한성민 단순한 실적자랑보다는 진정성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한효주 앞으로 쓰여질 롯데건설의 역사에 조경이 특별함을 더하겠습니다.

탁영준 대한민국 건설역사에 길이 남을 롯데건설 파이팅!

하지나 과거를 이끌어 온 롯데건설, 미래를 이끌어 갈 롯데건설

한수형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한훈

탁재종 함께 걸어온 60년, 함께 나아갈 60년

하태구 캐슬의 신화 뉴캐슬은 드림

한승동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한희범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 롯데건설!

하태규 대한민국 건설역사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롯데건설 파이팅!

한승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60주년이 아닌 100주년까지

한희석 100년 기업을 향해

하태호 영원히 기억될 롯데, 캐슬의 가치는 같이 하는 안전부터

한승호 모두의 생활을 롯데의 테두리에서 이뤄질 수 있게 하자

함기태 모두에게 사랑받는 롯데건설

한용수 위대한 60년, 이제는 새로운 60년을 위한 시작입니다

함제범 지난 60년의 발자국은 앞으로 60년의 거름길

최효순 앞으로도 행복한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최효주 600년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파이팅!
최훈

아직 60년… 100년을 향해 달려 갑시다.

㉬
팽휘환 글로벌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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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앞으로의 미래는 함께 걸으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60년의 믿음, 600년의 도약

한일엽 롯데인으로 근무한다는게 자랑스럽습니다.

모두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힘찬 발걸음!

허진욱 롯데건설 파이팅 입니다.

홍석민 내 청춘같은 “롯데건설” 60년 정말 축하한다.

황경훈 미래로 나아가는 100년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홍규 60년 기업을 넘어 100년 기업을 향해 세계로 미래로

허진웅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홍성균 만족을 모르는 롯데건설의 도전은 계속된다.

황규석 60년의 정성으로 롯데가 행복을 만듭니다.

함희성 60년이 아닌 600년까지!

허창무 60년이란 세월이 헛되지 않게 책임있게 행동하자

홍성률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내자!

황규성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허림

뿌리깊은 롯데건설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허창무 롯데건설 60년 사랑받는 기업으로

홍성우 앞으로의 60년이 더 기대되는 롯데건설

황규철 롯데건설이여 앞으로 영원하라!

허민

PAST 60년 NEXT 600년 롯데건설

현건후 60년의 100배만큼이나 더 성장하는 롯데건설이 되길

홍성호 함께 걸어온 60년 함께 걸어갈 100년

황규환 60년을 기억하자 역사를 잊은 기업에 미래는 없다

허민우 오랜 전통에 자부심을 갖고 더 큰 롯데건설로 전진합시다

현보식 열정과 땀으로 만든 환갑, 영속적인 롯데건설 기대합니다

홍성환 롯데건설의 60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

황기재 스마트하고 품질 좋은 건설사로!

허상무 롯데는 나를 성장하게 해줬고 진정한 동료를 선물해줬어요

현석일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딛는 한 걸음이 기회를 몰고 오기를

홍순정 60주년 역사중에 24년을 함께한 저로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황대연 성장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위해 뛰어가자!

허성무 당부문의 역량발전과 후배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세인 새로운 60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롯데

홍승기 60년 다져온 롯데건설 1등 기업으로 도약하자.

황대호 6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부탁드립니다.

허성준 60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 있죠!!!

현수정 100년 사사 작성 때까지 행복하게 다니고 싶습니다.

홍영화 60년 경험과 끝없는 열정으로 다시 시작하는 롯데건설

황덕규 롯데건설! 60년 역사와 함께 승승장구 !

허수호 롯데건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은정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며, 성장하는 롯데건설이 되기를!

홍욱재 60년 롯데의 자부심, 세계로 , 미래로!

황도병 60년 역사가 새로운 내일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허승무 글로벌 네트워크, 지구촌 롯데

현재명 언제나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회사로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홍윤주 더 나은 주거의 삶을 위해 달려갑니다.

황동환 기분 좋은 해인만큼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영환 건설인의 혼을 담아 백년 기업으로

현종식 60년, 100년, 1000년 그 이상까지 이어지길!

홍재돈 롯데건설 100년, 함께 만들어 가즈아!!

황문하 60년 역사, 보다 나은 롯데건설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

허우진 롯데건설 60년 역사가 나의 역사였습니다.

홍국

홍정우 오늘과 내일이 다르듯 다방면으로 부각되길

황미연 롯데건설 세계로! 미래로! 힘모아 함께 이뤄나가자!

허원구 60년 롯데건설, Go! Global!

홍권표 땀과 열정이 배인 롯데건설 한국을 넘어 세계로

홍정환 세계LO! 이TTE가 기회! 고고씽!

황병욱 새로운 한걸음을 계속 이어 나갑시다

허재영 기술력과 가치창출로 고객에게 신뢰 받는 롯데건설.

홍동우 피하지 않았다 60년, 100년 건설 감당할 수 있겠니

홍종덕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60년, 세계를 대표하는 롯데건설로

황보구영 60년,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역사의 중심 롯데건설

허재욱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100년기업 발전

홍두리 백년 사사편찬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롯데인이 됩시다!

홍종수 지난 60년보다 더 나은, 더 큰 60년을 향하여!

황보람 롯데건설 가족 모두 행복하세요

허정일 멈추지 않고 발전하는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홍미연 건설의 NO1을 위해 100년까지 가즈아~!

홍종표 새롭게~ 힘차게~! 100년 역사를 향해~

황보성관 롯데건설 60년을 넘어 영속의 기업으로!

허제성 아시아 탑 10을 향하여!

홍민성 기대보다 더! 성장해온 롯데건설, 성숙해질 롯데건설

홍찬의 롯데건설의 미래를 위해 한발한발 나아갑시다

황상진 지나온 60년 나아갈 미래를 위해 돌아보자 롯데건설!

허준영 건설업은 롯데건설! Cheer UP!!

홍병환 60년의 역사를 600년의 역사로!

홍창훈 지금까지의 60년은 앞으로의 60년의 굳건한 뿌리입니다.

황석균 60년! 600년! 6000년!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번영을 위해!

허지훈 Grobal 건설사의 대명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홍상균 123년 글로벌 기업을 향해 롯데건설은 힘차게 달립니다

홍천기 60년 역사의 롯데건설, 존경받는 100년 기업이 되자!

황선관 숨차게 달려온 60년, 10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

100년 미래를 향해 발전하는 기업

허진

세대가 거듭될수록 발전하는 롯데건설

홍상우 롯데건설 60년을 넘어 600년으로~

홍현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세계 일류기업을 만들자

황선문 친구, 가족같은 롯데건설

허진

인생은 60부터~ 새로운 60 건설 인생을 위하여~!!

홍상훈 지금처럼 꾸준히 600년까지!

홍효정 선배님들의 60년을 이어받아 더욱 빛나는 롯데건설을 만들겠습니다.

황선민 60년의 발자취, 60년의 자부심

황선준 60년 동안 롯데건설은 자부심이란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황주원 60년 세월의 풍파속에 롯데건설 고생하셨습니다
황준태 불꽃처럼 솟아오르는 열정이 진정한 롯데만의 힘

ⒶⒷⒸ…
An Huynh Ngoc

Nguyen Tu Quang I will work for the development of Lotte E&C

황성욱 롯데월드타워와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로 성장하자!

I will do my best for projects to develop

		

황성윤 100년기업 도약을위해 역량을 갖추자!

황지은 글로벌 Toptier, 플랜트가 앞장서겠습니다.

		

Lotte E&C Vietnam

Phuong Nguyen Mai Lotte E&C has made the world beautiful

황성재 축 60주년! 가자! 백년기업

황지후 글로벌 기업의 리더!!

Arun

Congratulations on 60 years of excellence

		

황성종 롯데건설이 최고가 되는 날을 기원합니다.

황지훈 60년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며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자

Aryo

In the future, I hope Lotte E&C will achieve its vision

Rubhendran Krishnan 60년이 600년 되는 그날까지. Go LEC!

황세익 61년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120년까지!

황진석 영원히 발전하는 롯데건설

Diana

I hope that Lotte E&C will become global and prosperous

Saba All succeess for more years to come

황승택 지금처럼 60년 앞으로 600년 가즈아~

황진욱 건설의 기본, 기본은 롯데로부터

Eva

Hopefully more success and reach the target this year

Sy Vo Ngoc 60 years of Lotte E&C, Let's be global and be patient.

황영두 이젠 환갑! 노련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황차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Ha Huong Giang

Lotte E&C will execute all Vietnamese

황용수 끊임없이 발전하고 평판좋은 회사로…

황춘석 정도경영 외길 60년 네버엔딩 롯데

		

construction projects

		

황용수 롯데건설 60년 바탕으로 더욱더 정진하자

황태규 주거브랜드 1위, 그날까지 혁신하겠습니다.

Ha Tran Thi Thu

With teamwork and effort, we will improve

Thu Nguyen My Da Let's continue to succeed beyond Lotte E&C's

황용하 100년, 200년 미래를 건설하는 롯데건설이 되길…

황태연 세계로 가는 롯데건설 천년 만년 나아가자~!

		

with each day

황우득 사랑과 신뢰를 받는 롯데건설이 되길

황태웅 더욱 힘차게 100년이 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Henky Lotte E&C will expand, integrate, and balance work & life

황우진 롯데건설 60년이 아닌 100년, 200년 가자

황태인 60년에 안주하는 기업이 아닌 60년을 바라보는 기업

Hera

황원식 고객과 함께한 60년 고객과 함께할 100년

황태준 더 높은 미래를 향해 ! 나도 한 걸음 더 힘내서!

Kieu The Vinh

Wishing the company more and more

Tuan Le Quang Even with difficulties in Vietnam, we can achieve

황의성 오랜 전통과 기품이 있는 회사, 롯데건설 1등 가자!

황태환 역시 줏대있는 롯데, 롯데만이 답이다!

		

development and non-stop

		

황인관 60년을 걸어온 롯데건설, 더큰 세계로!!

황태환 혁신과 도전에 앞장서는 기업! 롯데건설!!

Kov Sophat

롯데건설 역사의 일원일 수 있어 영광입니다.

Van Nguyen Thi Bich Lotte E&C contributed to construction

황인권 For better tomorrow!

황해용 건설 최강자 롯데!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자

Linh Lai Nguyen My I am proud to be part of Lotte E&C and

		

황일택 100주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혜미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로

		

Venny Good luck for future of Lotte, the Lifetime Value Creator

황재인 10년 후에도 롯데건설과 함께…

황혜진 앞으로도 함께 하며 더욱 굳건하게 나아가길

Nguyen Duy Huan I hope to contribute to raising the image of Lotte E&C

황정규 지나온 60년도 대단하지만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자!

황효준 Go 롯데건설, Go 100년

Nguyen Mai Thuong 롯데건설이 베트남 최고건설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정식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초부터 탄탄히!

황희운 국내는 좁아요. 세계로 나가요. 파이팅

Nguyen Thi Bay We wish the company growth and become top 10

황좌연 앞으로의 60년은 세계를 무대로 하는 롯데건설이 되길

황희주 건설의 곳간을 맡아온 20년 멋진 직장생활이었습니다.

		

in Vietnam
with construction

Thanh Chau Tap 60 years is lifelong, we must be better than
yesterday
60 anniversary
Tran Thi Luong I wish the company success, breakthrough,
and development

I hope there will be more order projects this year

hope for success

LOTTE E&C History

함형오 우리의 행동이 롯데건설의 역사로 기록됩니다.

our goal
with great works

Vu Van Ha Lotte E&C will grow to become the first choice
of customers
Waliullah Proud to be a part of Lotte and wish a sustainable growth

Asia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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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시작된 60년의 길, 그 흔적 흔적에는 여러 선배님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성공의 환희와 뼈아픈 실패의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지난 날을 회상하며 그 한 줄 한 줄의 행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60년 롯데건설의
기록과 기억을 담습니다.

Ⅴ. LOTTE E&C

APPENDIX

LOTTE E&C 60th Anniversary Edition

EXECUTIVE
세계로 미래로, 초일류 기업을 향해 도전하는 롯데건설 경영진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라는 사회적 공감을 통해
더 높은 경영목표를 실현하겠습니다.”

대표이사
C.E.O
하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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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E E&C History

“초일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직속
(전략/윤리/안전/기술연구원)
Executive Assistant Division
오기종 전략기획부문장, 박은병 윤리경영부문장, 김정민 전략기획부문 미래혁신팀 담당임원,
박순전 기술연구원장, 박창근 안전보건부문장,
(계단) 박대환 영남지사장, 이병관 전략기획부문 사업관리팀 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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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롯데건설의 기반이 되도록 경영지원본부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며 롯데건설의 성공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Management Support Division
고용주 홍보부문장, 안재홍 인사부문장, 이부용 경영지원본부장,
박영천 준법경영부문장, 김태완 재경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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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 롯데건설의 주춧돌로 열정을 쏟았고, 새로운 100년 롯데건설의
든든한 초석이 되도록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토목사업본부
Civil Engineering Division
김지선 식만-사상 주재임원, 전삼종 민자사업부문 사업관리팀 담당임원, 이종석 토목해외사업TFT 담당임원,
정재만 수주지원팀 담당임원, 김종수 기술영업부문장, 임영균 토목사업본부장, 장지영 토목공사부문장,
김성근 민자사업/예산견적부문장, 이득복 환경사업팀 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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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토론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만들어내는 하모니,
직원들의 열정과 화합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플랜트사업본부
Plant Division
박희석 상무, 이성열 플랜트ENC부문장, 신치호 화공/산업플랜트부문장,
나동헌 플랜트사업본부장, 백재학 발전/그린에너지부문장, 강종구 해외플랜트부문장, 이광섭 상무, 이택기 EPC컨트롤부문장,
(계단) 신경석 발전/그린에너지부문 담당임원, 신만수 플랜트기획팀 담당임원, 김용영 롯데케미칼 MeX3 Project 주재임원, 최창영 상무

322

LOTTE E&C History

“현장을 중시하는 문화, 어떤 장애물도 반드시 이겨낸다는
정신으로 자랑스러운 건축사업본부의 역사를 만듭시다.”

건축사업본부
Architecture Division
공성태 건축ENG부문장, 김규동 화성동탄(2)복합환승시설중심앵커블럭 주재임원, 김성철 건축사업1부문 담당임원, 김삼중 지스퀘어 주재임원,
김금용 건축사업본부장, 류병정 기전부문장, 최용석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 주재임원, 윤해식 건축사업2부문장, 김진 건축공사부문장,
김학용 건축사업2부문 담당임원, 홍상균 건축ENG부문 건축기술설계팀 담당임원, 선우환호 건축사업1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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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마다 솔선하는 전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전 직원이 함께하는 성장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택사업본부
Housing Division
지승렬 자산운영사업부문장, 황규석 길음APT 주재임원, 유재용 둔촌APT 주재임원, 김상민 개발사업부문장, 변휘석 CS부문장, 노규현 주택사업2부문장,
이병준 해운대마린시티복합개발사업 주재임원, 고수찬 주택사업본부장, 신현일 주택공사부문장, 김병근 청량리4구역 주재임원,
정세진 용인성복동주상복합 주재임원, 정광수 디자인연구소장, 최광우 주택사업1부문장, 김돈상 마케팅부문장, 정영광 개발사업부문 개발사업1팀 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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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개척하는 프런티어 정신으로 롯데건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해외영업본부
Overseas Business Division
이강우 인도네시아지사장, 한용수 해외영업본부장, 심원택 해외주택영업부문장,
변현갑 해외영업1부문장, 이명희 해외영업2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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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를 선도하고 고객과 파트너사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외주구매본부
Sourcing & Procurement Division
석균성 외주구매본부장, 강우선 외주부문장,
서태근 구매부문장, 김재권 외주부문 건축토목팀 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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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CHART
조직도
본부(실)

부문

팀

계

7

35

58

100

* CM사업본부 및 비상계획실 제외
* 기술연구원, 디자인연구소 : 부문으로 집계
* 국내/해외 지사 및 C/S센터 제외
* 2019년 7월 기준

안전상황실TFT
I-NCC TFT
실행예산관리팀
정산업무개선TFT

롯데건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LOTTE E&C

안전보건부문
동반성장추진 사무국

안전보건팀
현장안전점검TFT

전략기획부문

윤리경영부문

경영지원본부

외주구매본부

기술연구원

Strategic Planning Division

Ethical Management Division

Management Support Division

Sourcing & Procurement Divisio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기획팀

인사부문

조달기획팀

빌딩연구팀

사업관리팀

재경부문

외주부문

인프라연구팀

미래혁신팀

준법경영부문

구매부문

미래기술연구팀

영남지사

홍보부문

Biz-Transfomation TFT

비상계획실

품질관리TFT

정보화추진단(PI/ERP)TFT
대북사업TFT
60년 사사편찬TFT

토목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

건축사업본부

주택사업본부

해외영업본부

Civil Engineering Division

Plant Division

Architecture Division

Housing Division

Overseas Business Division

토목기획팀

플랜트기획팀

건축기획팀

주택기획팀

해외기획팀

수주지원팀

플랜트공사관리팀

건축사업1부문

주택견적팀

해외영업1부문

기술영업부문

플랜트ENG부문

건축사업2부문

주택사업1부문

해외영업2부문

민자사업부문

EPC컨트롤부문

기전부문

주택사업2부문

해외주택영업부문

예산견적부문

화공·산업플랜트부문

건축공사부문

개발사업부문

법인 : 심양, 북경, 베트남

토목공사부문

발전·그린에너지부문

건축ENG부문

자산운영사업부문

개발법인 : 베트남, 인도네시아

환경사업팀

해외플랜트부문

초고층부문

마케팅부문

법인 : 말레이시아, 인도

(2019년 1분기까지 한시적 운영)

디자인연구소

토목해외사업TFT

지사 :말레이시아, 사우디
프로젝트 오피스 : 요르단

주택공사부문

지사 : 호주, 모스크바, 일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사무소 : 베트남
프로젝트 오피스 : 캄보디아, 카타르

C/S부문
롯데월드타워 더레지던스팀T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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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E E&C CHRONOLOGY
자랑스러운 발자취를 기록합니다. 한 세대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꿈꿔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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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02. 03.

주식회사 평화건업 설립 (본사 소재지 흥인동)

1977. 02. 28.

전기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1960. 03.

전매청 충주엽연초 재건조장 훈증공장 착공 (준공 1961. 04월)

1977. 04. 28.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

1961. 07.

제일은행 청량리지점 신축공사 착공 (준공 1961. 11월)

1977. 10. 10.

해외건설업 면허 취득 (건설부 제 34호)

1962. 05. 28.

대영토건㈜ 흡수합병

1977. 12.

㈜롯데건설 최초 아파트 사업 ‘설악아파트’ 분양

1963. 04.

묵호항 안벽축조공사(2차) 착공 (준공 1963. 11월)

1978. 09. 15.

롯데, 평화건업 경영권 인수 (창립기념일)

1964. 06.

미 제1기갑사단 침수방지공사 착공 (준공 1964. 12월)

1978. 09.

조명제 대표이사 취임

1965. 06.

광주선 광주-금지 건설공사 3공구 착공 (준공 1965. 12월)

1978. 10. 20.

군납업 등록

1966. 10.

동대문 전화국청사증축 제2차공사 착공 (준공 1967. 12월)

1979. 09. 15.

평화건업, ㈜롯데건설 흡수합병

1967. 03.

낙동대교 제2차 가설공사 착공 (준공 1967. 12월)

1979. 10. 15.

㈜롯데평화건업사로 상호 변경

1968. 04. 05.

토목, 건축 면허 취득 (건설부 제 13호, 14호)

1979. 10. 26.

삽교천 방조제공사 준공식, 대통령 표창 수상

1969. 04. 28.

도로포장 면허 취득 (건설부 제 19호)

1980. 03. 29.

본사사옥 이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2)

1970. 12.

포항종합제철 공작정비공장 공사 착공 (준공 1971. 7월)

1980. 04.

이일선 대표이사 취임

1970. 07. 07.

경부고속도로 준공식 석탑산업훈장(변형권 사장) 수훈

1981. 01. 10.

수출입업 허가 취득 (무역협회 제 81042호)

1970. 10.

변세우 대표이사 취임

1981. 03. 10.

롯데건설㈜로 상호 변경

1971. 09.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 5공구 착공 (준공 1973. 12월)

1981. 05. 02.

종합건설업을 위한 외국인 투자 인가 (경제기획원 제 361-580호)

1972. 04.

순천-부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착공 (준공 1973. 12월)

1981. 06.

사우디아라비아 알카르지 급수탑 및 전망대 착공 (준공 1984. 11월)

1973. 08.

석유화학공업단지 도로포장 제1차공사 착공 (준공 1974. 12월)

1981. 11. 07.

소방설비공사업 등록 (서울시 제 20호)

1974. 08.

서울농협 본부건물 신축공사 착공 (준공 1976. 12월)

1981. 11. 12.

철강재설치사업 등록 (건설부 제 59호)

1975. 05.

롯데호텔서울 착공 (준공 1979. 3월)

1982. 02. 02.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록 (환경청 제 87호)

1975. 11. 15.

사우디아라비아 61-B 도로공사 수주 (해외건설 진출)

1982. 08.

이상순 대표이사 취임

1976. 02. 25.

롯데, 우진건설 인수 (동년 주식회사 롯데건설로 상호 변경)

1983. 01.

창원 명곡 아파트 착공 (준공 1983. 11월)

1976. 12.

삽교천 방조제공사 착공 (준공 1979. 10월)

1984. 04

현대사회연구소 사옥신축공사 착공 (준공 1985.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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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02.

롯데호텔 신관 착공 (준공 1988. 6월)

1992. 12.

일본 롯데 사야마기숙사 신축공사 착공 (준공 1993. 10월)

1985. 08. 31.

광주시 상수도 동복계통 확장공사(동복댐) 준공식, 석탑산업훈장 수훈

1992. 12.

부산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222공구 착공 (준공 1998. 6월)

1985. 08.

롯데월드 착공 (준공 1990. 3월)

1993. 05.

건설 자재 관리 프로세스 도입

1986. 06.

부산사무소 신설 (부산시 초량동)

1993. 07. 20.

엔지니어링 면허 취득(한국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제 10-130호)

1986. 09. 10.

기술연구소 설립

1993. 12.

대구민자역사 착공 (준공 2002. 10월)

1987. 01.

영등포민자역사 착공 (준공 1992. 3월)

1994. 03. 01.

신규 CI 적용

1987. 03.

올림픽 훼밀리아파트 건설공사 착공 (준공 1988. 11월)

1994. 12. 06.

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 (건설부 제종-50호)

1987. 12.

매출, 수주, 기성액 모두 2천억 원 돌파

1994. 12.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 건설공사(광안대교) 착공 (준공 2002. 12월)

1988. 01.

기업부설연구소 인가

1995. 06. 01.

ISO 9001 인증 취득 (독일 TUV)

1988. 03. 25.

외국인 합작법인에서 내국법인으로 전환

1995. 06. 08.

말레이시아 법인 설립

1988. 09. 16.

롯데호텔월드 개관

1995. 12.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공사 4공구(방화대교) 착공 (준공 2000. 11월)

1990. 01.

기독교방송 사옥 착공 (준공 1993. 1월)

1996. 08. 27.

교량 및 터널, 건축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인가 (건교부 제 74호)

1990. 06. 18.

철탑산업훈장(사장 이상순) 수훈

1996. 10.

일본 롯데본사 증축공사 착공 (준공 1997. 11월)

1990. 07.

녹산국가공단 공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 착공 (준공 1999. 5월)

1996. 11. 27.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1990. 09. 03.

해외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건설부 제 19호)

1997. 01.

롯데호텔제주 착공 (준공 2000. 2월)

1990. 12.

수영 2호교 가설공사 착공 (준공 1993. 12월)

1997. 05. 02.

건협 50주년 기념 금탑산업훈장(사장 이상순) 수훈

1991. 01. 04.

사보 ‘롯데건설’ 창간

1997. 05. 09.

유지관리업 등록 (서울시 제 74호)

1991. 11. 23.

서울-구로간 복선전철공사 준공식 대통령 표창 수상

1997. 10.

일본 니가타 종합스타디움 신축공사 착공 (준공 2001. 2월)

1992. 07.

부설직업전문학교 개설 (흥인동 사옥)

1997. 12.

경부고속도로 구미-금호 확장공사 착공 (준공 2001. 3월)

1992. 07.

부산 롯데월드(현 서면 롯데호텔부산·백화점 부산본점) 착공 (준공 1997. 2월)

1998. 04.

임승남 대표이사 취임

1992. 07.

일본 도쿄지사 개설, 일본건설업면허 취득 (도쿄도 제 89318호)

1998. 06.

롯데월드타워 착공 (준공 2017. 2월)

1992. 08.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착공 (준공 1997. 11월)

1998. 08.

일본 뉴시티 히가시토츠카 세이부백화점 착공 (준공 1999.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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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03.

일본 도쿄외국어대학 부속도서관 신축공사 착공 (준공 2000. 3월)

2002. 05. 29.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대상 아파트부문 대상 수상 (2019년까지 18년 연속 대상 수상)

1999. 03.

롯데캐슬 84 착공 (준공 2001. 2월), 롯데캐슬 브랜드 런칭

2002. 07.

일본 마츠야마공사사무실 청사 신축공사 착공 (준공 2004. 3월)

1999. 06.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식, 석탑산업훈장 수훈

2002. 07. 29.

국내최초 총괄부문 ‘건설업 KOSHA 2000’ 프로그램 인증 획득

1999. 11.

평창동 롯데낙천대 착공 (준공 2001. 4월), 낙천대 1호

2002. 09.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국내건설사 최초)

1999. 12. 28.

500억 원 증자 (납입 자본금 1,234억 원)

2002. 10. 23.

2002년 대한민국 디자인경영대상 디자인 명품 선정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2000. 01.

화곡동 롯데낙천대 착공 (준공 2003. 7월)

2002. 11.

건국대학교 병원 착공 (준공 2005. 12월)

2000. 08. 31.

강동시영1차 재건축사업 수주 (롯데캐슬더퍼스트)

2002. 11.

방글라데시 페니-치타공 도로개보수 공사 착공 (준공 2006. 10월)

2000. 11. 20.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개통식, 철탑산업훈장 수훈

2002. 12. 11.

2002년 올해의 최우수 창간사외보상 수상 (한국 사보협회)

2000. 12. 11.

서울시 친환경 모범기업 선정

2002. 12.

건설사 최초 조달분야 전 업무 전산화

2000. 12.

일본 큐슈대학 국제교류플라자 신축공사 착공 (준공 2001. 9월)

2002. 12.

부산 구서동(구서동롯데캐슬) 착공 (준공 2005. 1월)

2000. 12.

부산 롯데타운 착공

2003. 01. 06.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광안대교) 개통식, 대통령 표창 수상

2001. 02.

대구 메트로팔레스 착공 (준공 2002. 12월)

2003. 01.

국내건설사 최초 전자 현장설명회 프로세스 구현

2001. 04.

기업구매카드 제도 도입, 전 산업분야 최초

2003. 02.

건설사 최초 외주비 전자정산청구 시스템 도입

2001. 05. 03.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대상 아파트부문 최우수상 수상

2003. 06.

서초 삼익(롯데캐슬클래식) 착공 (준공 2006. 5월)

2001. 06.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5공구 착공 (준공 2006. 6월)

2003. 07.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2001. 09.

잠원동2차(롯데캐슬갤럭시2차) 착공 (준공 2004. 4월)

2003. 09.

대구 황금동(롯데캐슬골드파크) 착공 (준공 2006. 8월)

2001. 10.

일본 츄부국제공항 여객터미널빌딩 착공 (준공 2004. 9월)

2003. 09.

러시아 뉴아르바트 1단계 롯데플라자 착공 (준공 2007. 7월)

2001. 10.

일본 큐슈 카시이주택 32호동 착공 (준공 2003. 6월)

2003. 12.

일본 니가타현립 시바타병원 신축공사 착공 (준공 2006. 8월)

2001. 10.

윤리사무국 신설 및 윤리헌장 선포

2003. 12.

매출 2조 원 달성

2001. 11.

익산-장수 고속도로 건설공사 착공 (준공 2007. 12월)

2004. 01.

일본 코우호쿠 하수도 정비공사 착공 (준공 2009. 2월)

2001. 12.

매출 1조 원 달성

2004. 04.

수영1호교 재가설공사 착공 (준공 2008. 2월)

2001. 12.

일본 히노양호학교 신축공사 착공 (준공 2003. 6월)

2004. 05.

삼성동 해청(롯데캐슬프레미어) 착공 (준공 2007.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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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5.

황학동 재개발(롯데캐슬베네치아) 착공 (준공 2008. 3월)

2007. 04.

PC Project 착공 (준공 2008. 6월)

2004. 06.

인천 구월동(롯데캐슬골드) 착공 (준공 2007. 7월)

2007. 04.

롯데몰 김포공항 스카이파크 착공 (준공 2011. 12월)

2004. 08.

용산시티파크 착공 (준공 2007. 8월)

2007. 10.

베트남 롯데마트 1호점 착공 (준공 2008. 11월)

2004. 10.

이창배 대표이사 취임

2007. 11.

회현동주상복합(롯데캐슬아이리스) 착공 (준공 2011. 1월)

2005. 01.

사업본부제 시행

2007. 11.

인도 제과공장 착공 (준공 2010. 7월)

2005. 01.

을숙도 대교 착공 (준공 2010. 1월)

2007. 12.

일본 네야가와북부 지하하천 키타지마조절지 축조공사 착공 (준공 2011. 8월)

2005. 03.

일본 토호쿠 호쿠리쿠자동차도 히라야마터널 건설공사 착공 (준공 2008. 1월)

2007. 12.

광명물류센터 착공 (준공 2012. 7월)

2005. 03.

강동시영 아파트(롯데캐슬 퍼스트) 착공 (준공 2008. 7월)

2008. 01. 02.

Lencis 시스템 개발

2005. 05.

경전선 복선전철 및 부산신항 배후철도 노반건설공사 2-2공구 착공 (준공 2011. 2월)

2008. 01. 08.

베트남 법인 설립

2005. 06.

계약관련 이행보증서 전자화 (건설업계 전자프로세스 표준화 제정 기여)

2008. 02.

판교열병합 발전소 건설공사 착공 (준공 2010. 11월)

2005. 06.

마포 재개발(롯데캐슬 프레지던트) 착공 (준공 2009. 2월)

2008. 02.

러시아 뉴아르바트 2단계 롯데호텔 착공 (준공 2010. 8월)

2005. 07.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금상 수상

2008. 03.

기술연구원 승격

2005. 10. 06.

롯데건설 Vision 2010 선포

2008. 03.

롯데제과 신사옥 착공 (준공 2010. 2월)

2005. 10.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 착공 (준공 2009. 6월)

2008. 06.

러시아 제과공장 착공 (준공 2010. 6월)

2005. 11. 10.

중국 북경법인 설립

2008. 07.

요르단 알카트라나 발전소 착공 (준공 2011. 11월)

2005. 11.

전자결재 Moin 도입

2008. 07.

난지한강공원 특화사업 건설공사 착공 (준공 2010. 6월)

2005. 12.

매출 3조 원 달성

2008. 09.

요르단 LPG Tank 착공 (준공 2010. 11월)

2006. 04. 11.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전면 개편

2008. 11.

일본 도쿄국제공항 국제선지구 여객터미널빌딩 착공 (준공 2010. 9월)

2006. 05. 29.

건설혁신 우수사례 대상 (건설교통부)

2008. 11.

호주 빅토리아 타워 착공 (준공 2011. 2월)

2006. 07.

초고층건축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08. 11.

호주 살라시아 워터스 착공 (준공 2010. 12월)

2006. 10. 06.

모스크바 지사 설립

2009. 03.

박창규 대표이사 취임 (공동 대표이사)

2007. 01.

3nd PP Project 착공 (준공 2008. 6월)

2009. 03.

화명동2차 재건축(롯데캐슬카이저) 착공 (준공 2012. 6월)

331

LOTTE E&C 60th Anniversary Edition

332

2009. 04.

롯케미칼 B Project 착공 (준공 2010. 9월)

2012. 03.

요르단 알마나커 발전소 착공 (준공 2014. 9월)

2009. 04.

청라주상복합(청라롯데캐슬) 착공 (준공 2013. 2월)

2012. 03.

동반성장 홈페이지 구축

2009. 07.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 착공 (준공 2015. 12월)

2012. 04. 01.

CI(Corporate Identity) 전면 개편

2009. 09. 15.

롯데건설 Vision 2015 선포

2012. 04.

안동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착공 (준공 2014. 6월)

2009. 12.

용인신동백(롯데캐슬에코) 착공 (준공 2013. 6월)

2012. 05.

롯데몰 수원점 착공 (준공 2014. 11월)

2009. 12.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920공구 착공 (준공 2018. 12월)

2012. 05.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건설공사 착공 (준공 2017. 9월)

2010. 03.

롯데리조트제주 아트빌라스 착공 (준공 2012. 3월)

2012. 07.

평택복합 2단계 건설공사 착공 (준공 2015. 4월)

2010. 05.

일본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착공 (준공 2013. 6월)

2012. 07.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건설공사 착공 (준공2017. 1월)

2010. 05.

베트남 롯데센터 하노이 착공 (준공 2014. 9월)

2012. 08.

송도국제화M1(송도캠퍼스타운스카이) 착공 (준공 2016. 3월)

2010. 06.

영흥 화력 5,6호기 착공 (준공 2014. 12월)

2012. 09.

대구혁신도시 집단에너지 착공 (준공 2014. 12월)

2010. 07.

연세 암병원 착공 (준공 2014. 1월)

2013. 01.

말레이시아 R1 Project 착공 (준공 2015. 9월)

2010. 07.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공사 착공 (준공 2016. 12월)

2013. 03.

베트남 옌벤-라오까이 철도개선공사 착공 (준공 2015. 6월)

2010. 07.

영도대교 보수 및 복원공사 착공 (준공 2013. 11월)

2013. 04.

베트남 지사 설립

2010. 09.

케미칼 P2 Project 착공 (준공 2012. 10월)

2013. 08.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첫 발간

2010. 11.

동반성장추진사무국 설치, 상생펀드 도입

2013. 1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경영인증원 주최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에서 대상 수상

2011. 01.

러시아 롯데 비즈니스센터 착공 (준공 2013. 3월)

2013. 11.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착공 (준공 2016. 11월)

2011. 05.

말레이시아 Titan TBA Project 착공 (준공 2012. 10월)

2013. 12.

인도네시아 ASC Project 착공 (준공 2016. 1월)

2011. 06. 04.

롯데월드타워 기초(MAT) 콘크리트 타설공사 개시

2013. 12.

매출 4조 원 달성

2011. 06.

한국타이어 인도네시아 1공장 3단계 착공 (준공 2013. 10월)

2014. 01.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착공 (준공 2014. 12월)

2011. 10. 06.

파키스탄 지사 설립

2014. 02.

김치현 대표이사 취임

2011. 12.

서초 삼익 2차(롯데캐슬프레지던트) 착공 (준공 2014. 11월)

2014. 03.

GE4 Project 착공 (준공 2016. 6월)

2012. 02.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착공 (준공 2014. 7월)

2014. 05.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공사 1공구 착공 (준공 2021.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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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8.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중 전면시설 골조 및 마감공사 착공 (준공 2017. 12월)

2016. 10.

기흥 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착공 (준공 2019. 10월)

2014. 10. 30.

롯데월드타워몰 개관

2016. 12.

말레이시아 TPP3 Project 착공 (준공 2018. 6월)

2014. 11.

대연2 재개발(롯데캐슬레전드) 착공 (준공 2018. 2월)

2017. 01. 01.

남성육아휴직 제도 시행

2014. 12.

카타르 메트로 고가 및 지상구간 공사 착공 (준공 2019. 9월)

2017. 01.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공사 착공 (준공 2019. 6월)

2014. 12.

케미칼 IP Project 착공 (준공 2016. 9월)

2017. 02. 09.

롯데월드몰 준공

2014. 12.

롯데리조트속초 착공 (준공 2017. 6월)

2017. 03.

하석주 대표이사 취임

2015. 02.

중국 주중대한민국영사관 증축공사 착공 (준공 2016. 7월)

2017. 04. 03.

롯데, 창립 50주년 및 롯데월드타워 개관

2015. 02.

주류 맥주 2공장 착공 (준공 2018. 3월)

2017. 05.

고덕7(롯데캐슬베네루체) 착공 (준공 2019. 12월)

2015. 03. 24.

롯데월드타워 국내 건축물 최초로 100층 돌파

2017. 08. 10.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2015. 03. 10.

직장 어린이집 개원

2017. 11.

한남동외국인아파트(한남나인원) 착공 (준공 2019. 11월)

2015. 05.

롯데마곡중앙연구소 착공 (준공 2017. 6월)

2017. 12.

매출액 5조 원 달성

2015. 08.

인도네시아 코타카사블랑카 2단계 착공 (준공 2019. 4월)

2018. 05.

캄보디아 사타파나 은행 신축공사 착공 (준공 2020. 7월)

2015. 10.

원주기업도시10BL(원주롯데캐슬더퍼스트) 착공 (준공 2018. 6월)

2018. 07.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 (준공 2020. 12월)

2015. 11.

용인성복주상복합(롯데캐슬골드타운) 착공 (준공 2019. 6월)

2018. 11.

인도네시아 Riau GFPP Project 착공 (준공 2021. 5월)

2015. 12. 22.

롯데월드타워 상량식

2019. 03.

베트남 건설기술연구원(IBST)과 MOU체결

2016. 02.

말레이시아 TE-3 Project 착공 (준공 2017. 7월)

2019. 06.

HPC Project 착공 (준공 2021. 6월)

2016. 03.

투명경영위원회 신설

2016. 03.

의정부 직동공원 사업(롯데캐슬골드파크) 착공 (준공 2018. 11월)

2016. 05

롯데캐슬 홈페이지 개편

2016. 05.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공사 2공구 착공 (준공 2022. 7월)

2016. 06.

베트남 로테-락소이 고속도로 착공 (준공 2020. 3월)

2016. 06.

인니 Grati CCPP 착공 (준공 2018.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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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랑의 날

218

러시아 롯데플라자

100-101, 103, 151, 281, 283

강남수주TFT

174

롯데건설 가족친화프로그램

149, 232, 254

강동시영 재건축사업 (롯데캐슬더퍼스트)

90-91, 277

롯데낙천대

16, 88-91, 93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 언양공구

50

롯데리조트속초

159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 왜관공구

50

롯데리조트제주 아트빌라스

159

경부고속도로 구미-금호 확장공사

78

롯데마곡중앙연구소 신축공사

159

경전선 복선전철 및 부산신항 배후철도 노반건설공사 2-2공구 113, 177

롯데몰 김포공항 스카이파크

16, 111-112

공모형 PF사업

115-116, 247, 278

롯데몰 수원점

159-160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210

롯데백화점 광복점

102

광양제철소

66, 69, 76, 128, 264-265

롯데월드

10, 15, 6, 71-74, 79, 84, 99, 101, 134, 183, 185, 219,
269-270

광주·전남 집단에너지시설발전소

165

그라띠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164, 197, 265

롯데월드타워

그린홈

145

11, 22, 24-43, 101, 107, 123, 149, 154, 158, 170, 175,
177-178, 183, 185-191, 194, 208, 216, 221, 242- 243,
246, 254, 269, 271, 283, 289, 293, 296

금천 독산 특별계획구역 사업 (금천독산캐슬골드파크)

111, 174

롯데캐슬

기흥 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161, 220

11, 16, 21, 86-94, 95-96, 100, 109-111, 121, 124-125,
135, 141-143, 145-146, 149, 171,173-177, 180-181,
194, 203, 213-214, 226, 246-247, 275-276, 278, 288

김해물류센터, 광명물류센터

128-129

롯데캐슬 2.0

180, 214

난지한강공원 특화사업 건설공사

113-114

롯데캐슬 84

16, 87-88, 135, 276

니가타현 종합스타디움 신축공사

82, 281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신축공사

159

대구 메트로팔레스 사업장

93, 297

롯데호텔제주

80, 99

대구열병합발전소

164, 166

리아우 민자발전 프로젝트

197, 265

대심도 복층터널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연구

221

마츠야마 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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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합성고무 생산시설

166-167

부산시 신청사 신축공사

70

매직아일랜드

74, 183

부산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222공구

81, 258-259

맥주공장 신축공사

166, 265

사업본부제

11, 19, 107-108, 113, 127, 136, 242, 246, 264, 270-271, 283

모성보호시설

173

사우디아라비아 61-B 도로공사

12, 54-55, 258, 282

모스크바 뉴아르바트 1단계 롯데플라자

101, 103

사우디아라비아 알카르지 급수탑 및 전망대

63 - 64

모스크바 뉴아르바트 2단계 롯데호텔

101, 103

삽교천 방조제공사

12, 53, 60-61, 257-258

모스크바 롯데 비즈니스센터

117, 119, 120, 151, 284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공사

156, 259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76, 81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5공구

103, 105, 257-258

방글라데시 페니-치타공 도로개보수 공사

283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920공구

21, 155, 221

버스환승주차장 건설공사

227

서초삼익 사업장 (롯데캐슬클래식)

277

베트남 IBST와 MOU 체결

220-221

설악아파트

57-58, 80

베트남 다낭-꽝아이 도로공사(A1, A4 구간)

169, 206

수영1호교 재가설공사

106

베트남 로테-락소이 고속도로

167, 169, 206

스마트 건설 현장관리 플랫폼

221

베트남 롯데마트 1호점

119, 151, 283

아산배방지구 열병합발전소

127

베트남 롯데센터 하노이

20, 151-153, 194, 205, 281, 283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공사 2공구

156

복리후생

218-219

안동천연가스 발전소

164

부산 대연2차 (롯데캐슬레전드)

93, 173, 214

안전소통의 날

154, 211, 220

부산 롯데월드

79, 270

알마나커 디젤발전소

163-164

부산 롯데타운

101-102, 123, 149, 154, 177, 209

에코콘크리트

179

부산 화명주공아파트 (롯데캐슬카이저)

88, 110, 142

여수지상탱크 프로젝트

165, 166

부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사업

158

연세 암병원

161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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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회분식 하수고도처리기술

221

인천서창(2) 7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142

영도대교 보수 및 복원공사

157-158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공사

209, 221

영등포 민자역사

15, 66, 269

인캐슬

149

옌벤-라오까이 철도개량공사

206

임금피크제

149

올림픽 훼밀리아파트

68, 275

자산운영사업부문 (임대사업부문)

175-177

요르단 LPG저장탱크

118-119, 129-131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 2공구

155

요르단 알카트라나 발전소

129, 131, 133, 163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건설공사 4공구

115

용인 성복동 주상복합 공사

210

㈜롯데사야마 여자기숙사 건립공사

81, 282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 3공구

105

주일 대한민국대사관 청사, 관저 재건축공사

168

용인성복주상복합 (롯데캐슬골드타운)

174, 194, 213

준공현장 지원의 날

154

우라와 제6공장 신축공사

168

중장비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안전관리 시스템

221

워룸 (War-Room)

116, 141-142, 242, 247, 278

진주열병합 발전소

76

원가절감TFT

173

초고층건축 국제 심포지엄 개최

123-124, 177, 179, 294-295

유연근무제

149, 218-219, 233

초고층용 세계 최초 섬유 혼입고내화 콘크리트 펌프 압송기술 177-178

육아휴직

149, 218, 232, 256

초유지 콘크리트

220

을숙도 대교

105

츄부국제공항 여객터미널빌딩 신축공사

16, 103

의정부직동 공원특례사업 (롯데캐슬골드파크)

174

카시이주택 32호동 신축공사

102

인도네시아 코타카사블랑카 3 (Kota Kasablanka 3)

194, 204-205, 281, 283

카타르 메트로 고가 및 지상구간 공사

167-168

인사제도

136

캄보디아 사타파나 은행 신축공사

205, 284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중 전면시설 골조 및 마감공사

162, 221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 건설공사(광안대교)

76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공사 4공구(방화대교)

76, 78

코우호쿠 하수도 정비공사

103

LOTTE E&C History

ㅍㅎ

ABC

파키스탄 굴푸르 수력발전

206-207, 260

Asahimas Chemical

166-167, 265

판교 열병합발전소

128, 264

BI

89, 170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건설공사

158

CI

74

포항제철 1기 코크스 공장

51, 60, 264

GE4 열병합발전소

165

하이엔드 브랜드

214

GPS를 이용한 시공 중 연직도 관리기술

177

한국서비스대상

95-96, 171

G-square개발사업 신축공사

162, 221

한국타이어 인도네시아 공장

153, 166, 265

HPC Project

198, 200, 242, 264

해외주택 TFT

154, 174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83, 87, 90-91, 102-103, 242, 245-246, 252, 264,
270-271, 275-278, 288

행복주택 오류동 주택지구사업

162

현동-울진 도로공사

66

IP Project

166

호남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

127

LINE Project

11, 198, 200, 206, 242, 264

화곡동 우장산롯데낙천대

89, 91

LMBR(Lotte Membrane Bioreactor)

177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공사 1공구

156, 259

LOCAS(LOTTE Carbon Assessment System)

179

화성동탄 복합환승시설 중심앵커블럭 공사

209

P2 Project

21, 165

황학동 재개발사업 (롯데캐슬 베네치아)

91

POE Project

197-198

흑석9 재개발사업

214

RPMS(Real-time PC Management System)

221

히노양호학교 이전, 신축공사

102, 282

TE-3 Project

197, 199

2002년 8.9 부동산투기대책

91

TPP3 Projecct

197-198

2005년 8.3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109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19, 111, 116, 123, 131-132, 137, 139, 141-143, 155,
166-167, 173-174, 177, 213, 242, 245-246, 252, 259,
278

337

ENDING CREDIT
편찬위원장
하석주
편찬부위원장
오기종
편찬위원
고수찬, 김금용, 나동헌, 석균성, 이부용, 임영균, 한용수
실무위원장
주영수
간사
이정원
60년사사편찬 TFT
김환철, 박영민, 신은기, 안휘순, 정희석, 조영철, 최연귀, 최원석, 현재명
기획
김혜림
집필
이종남
구성
강한기, 서병훈
사진
김황직
아트디렉팅
문나래, 민병구, 박민성, 박소담
일러스트
이연수
전직 CEO 인터뷰
김치현, 이상순, 이창배, 임승남
전직 임원 인터뷰
고주환, 박희윤, 한치덕

사진 모델 (사내)
강인묵, 강지훈, 고민환, 구본훈, 권호석, 김소연, 김환중, 박도경, 박상근, 박영국,
윤덕현, 이가희, 이종보, 이행렬, 임정규, 장근석, 정성규, 정완식, 정재원, 조성백,
채수빈, 표중희, 한재운, 한태성, 이기영, 한재만, Boyan, Boshko,
Dobrinkova Maria Borisivna, Fajar Muhammad, Heriyanto,
Kravtsova Anastasia, Pantukhov Vladimir Nikolaevich
사진 모델 (사외)
김홍규 대표(디자인케브), 박소담 실장(t9), 정지은 간사(서울연탄은행)
사진 촬영 협조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 현장, 기흥 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신축공사 현장, 모스크바 지사,
모스크바 롯데플라자 리모델링 현장,
서울복합화력 1,2호기 기전공사 현장,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공사 2공구 현장,
인도네시아 LINE 부지조성 현장, 인도네시아 코타 카사블랑카 2단계 현장,
한남동외국인아파트개발사업 현장, HC2 Project 현장
사진 협찬
국가기록원, 롯건회, 롯데물산, e-영상자료관

대사업의 기록은 대고난의 기록이다.
- 스마일스 -

롯데건설 60년사
LOTTE E&C 60th Anniversary Edition
발행일

2019년 9월 7일 초판 발행

발행인

하석주

발행처

롯데건설 6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잠원동 50-2)
www.lottecon.co.kr

기획총괄

대홍기획 디자인이노베이션센터
www.daehong.co.kr

기획집필

코스토리랩
www.co-story.co.kr

디자인·미술

티나인디자인
www.t9nine.com

사진

스튜디오 일
www.kimhwangjig.com

인쇄·제작

마블프린트

ISBN

979-11-967794-0-5 [03320]
비매품/무료

ISBN 979-11-967794-0-5

COPYRIGHT 2019 by LOTTE E&C. ALL RIGHT RESERVED.
롯데건설 60년사의 저작권은 롯데건설에 있습니다.
본사의 허락 없이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 책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LOTTE E&C 60th Anniversary Edition

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