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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OFFICE
30여년간 축적한 품질관리역량을 기반으로 GL은 정밀한 시공을 요하는 무진룸 설비 및 석유정제, 

석유화학, 정밀화학, 첨단소재 설비 등 다수의 플랜트건설 프로젝트에서 고객만족을 실현시켜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건설사로서도 GL은 산업환경설비공사, 건축공사, 

주택공사의 영역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개척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GL은 부동산 

개발의 영역으로도 진출하여 멈추지 않는 도전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찬우물로 30-1 , 2층 (갈현동 11-5)

전화  02) 588-6668 ~ 9

팩스  02) 587-0848 / 0858

본사

Intro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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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FACTORY
건설 설비제작에 필요한 최적의 작업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GL은 제작분야에서도 고유의 

원가경쟁력을 바탕을 품질, 환경, 안전, 원가 관리를 통해 고객만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소  울산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729-7

전화  052) 912-6668

팩스  052) 912-0848

울산공장

Intro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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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eader For Good Life
혁신과 도전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

GL건설은 전문건설사로 창립 이래 첨단소재 플랜트, 정유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 정밀화학 및 발전소의 기계, 

배관, 철골 제작 및 설치뿐만 아니라 공조, 전기, 소방, 설비 등 공장 시설 제작과 설치 분야에서 고객의 요구 

수준을 뛰어넘는 품질 시공 및 신속하고 정확한 시공으로 국내외 우량 고객들의 만족을 실현해 왔습니다.

GL건설은 축적해온 30년 역사의 시공 역량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부문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현재 종합건설회사로서 발전하여 미래 유망산업인 산업환경 및 대체에너지 플랜트 시공사업뿐만 아니라 건축 

주택 그리고 부동산 개발사업의 영역까지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미래지향적 혁신 기업입니다.

지속 가능경영 달성을 목적으로 GL건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인재의 채용, 발굴, 계발, 육성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임직원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회사의 지속가능성장 목표 달성의 

핵심성공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 중심 경영이라는 GL의 기본 경영이념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우애, 근면, 협력’의 정신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경영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재 양성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GL 건설이 

되고자 우리는 맡은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시공 30년 역사의 유수한 전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GLOBAL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 GL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끊임없이 달려가겠습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여러분들도 우리의 도전에 동행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L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재 숙최상의 품질

책임시공

안전제일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

CEO Message02

대표이사 인사말
창조 도전 신뢰를 경영 이념의 핵심 가치로 삼는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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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1999
GL의 시작과 도전

2000 − 2009
GL의 발전과 성장

1989
1대회장 천종관 광림기전(주) 창업

2005
상호변경 : 광림엠엔이㈜ (Kwanglim Mechanical & Electric)

2006
수원 SKC공장 유지보수정비 계약체결
(PET필름 첨단소재)

1998
전기공사업 1종 면허 취득
(사업종목 : 전기공사, 계장공사, 전기제어장치 제작)

2007
기계설비 공사 면허 취득

전문소방시설 공사 면허 취득
(사업종목 : 기계제작 및 설치, 배관/보온공사, 공조(HVAC)공사)

ISO 9001(품질경영) 인증 획득

진천SKC공장 유지보수정비 계약체결
(PET, PI필름, EVA시트-첨단소재) 

천안SKC Haas공장 유지보수정비계약 체결
(필름가공-첨단소재) 

국내최초 반도체 및 Bendable 디스플레이용 PI필름 
생산설비 공사참여

ISO 14001 (환경경영)인증 획득

OHSAS 18001 (안전보건경영)인증 획득

울산산업단지 세계최초 HPPO 생산설비 프로젝트
생산/공정 공사참여

매출액 250억 달성

2008

2009
강구조물 공사 면허 취득

가스시설 시공 1종 면허 취득 
(사업종목 : 강구조물설치공사, 가스시설공사)

건축공사업 면허 추가 (HAEJIN Engineering & Construction)

첫 해외 Plant 공사 미국 조지아 System Polyol Facility 
Project 공사
(Polyol-석유화학) 

울산 SKC공장 유지보수정비 계약체결
(PO, PG, PGE-석유화학) 

History03

기업 연혁
석유화학 정밀화학 필름 플랜트 및 건축 시공 역사 30년 도전정신의 종합 전문 복합 건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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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03

기업 연혁
석유화학 정밀화학 필름 플랜트 및 건축 시공 역사 30년 도전정신의 종합 전문 복합 건설기업

2011
매출액 500억 달성

미국조지아 MIXING Line Assembly for EVA 공사 수행 
(EVA 시트- 첨단소재)

2020
대웅바이오 제3공장 SR타워 EPC공사 
(식품 제약 Bio Plant EPC 사업진출)

Modern Palace 주택 브랜드 런칭

특허 획득 - 가시광 통신장치 및 방

법

2012
상호변경 : 광림이엔씨㈜ (Kwanglim Engineering & Construction)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산업환경설비 건설의 종합 계획과 관리 및 조정)

매출액 948억 달성

증평 SK 이노베이션 유지보수정비 계약체결 
(LiBS 배터리 분리막-첨단소재)

2013
해외건설업 면허 취득 
(산업환경설비 및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강구조물공사, 

전기/계장공사)

광림이엔씨㈜ 울산공장 신설
(산업생산시설 및 환경설비시설 설비·장치 제작)

모범납세자 표창수여

울산공장 ASME “S”, “U” STAMP 획득
(Power Boilers, Vessels 의 설계/제작/조립)

첫 중국 Plant 공사 수주 중국 장수 NF01/02 Project
공사 참여
(PET필름 - 첨단소재)

미국 조지아 CF04 Project Architect Engineering 공사 참여 
(PET필름 - 첨단소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진출

엔지니어링공사 사업 수행

엔지니어링 사업 진출

2016
상호변경 : GL건설㈜ (GL Engineering & Construction)

해진건설㈜ 합병

2015
2대 회장 강재숙 취임

2019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2017 - 2018
해외공사 누적수주 81억원 달성

2010 − 2014
미래를 향한 도약

2015 − 2020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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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Organization Certificates & Registrations04 04

회사 조직도 인·허가 및 인증현황
신의와 배려의 수평적 기업문화가 있는 건설회사 21세기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종합 전문 복합 면허 보유기업 GL

회장

사장

건설사업본부 건설개발본부

기획팀 공공사업팀

감사실건설기술연구소

수도권사업부

공공사업팀

재무회계팀 사업관리팀

영남권사업부

충청권사업부

호남권사업부

울산공장

사업관리팀

운영지원팀 사업개발팀 사업개발팀

SHEQ팀SHEQ팀

경영기획본부

GL E&C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GL 특허증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서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  GL E&C BROCHURE 202117

Certificates & Registrations04

인·허가 및 인증현황
21세기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종합 전문 복합 면허 보유기업 GL

건축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환경설비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전기공사업

 Company Organization  |  Certificate & Registrations  · 18

Certificates & Registrations04

인·허가 및 인증현황
21세기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종합 전문 복합 면허 보유기업 GL

고압가스 특정설비 제조허가증 KPC(여수플랜트협동조합) 인증서공장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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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Ideology05

경영이념
자가 혁신을 통한 질적 성장을 달성하는 GL

01 03

02 04

실현방안 실현방안

실현방안 실현방안

신용을 기반한 부가가치 창출로 고객만족을 현실화 회사와 임직원이 더불어 성장하는 제도의 집행

신의와 배려를 통한 협업의 기업문화와 연계된 이윤 창출 효율화 공부하고 소통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임원과 경영진

GL건설은 30년 시공경험을 기반으로 빠르고 정밀한 서비스 제공에 더해 튼실한 신용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쉽을 

지향합니다.

GL건설은 성과보상 제도 활성화를 통해 연공서열에 관계없는 승진기회 제공으로 임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입니다.

GL건설은 전사에 걸친 탈 권위 - 수평적 업무 분위기 확산으로 기업문화 일궈 운영 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이윤을 

창출합니다.

GL건설은 지속적인 사내 고위직의 자기 계발과 더불어 어려운 업무에도 일선 직원과 함께하는 솔선 수범의 리더십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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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Management06

지속가능경영
협력사 및 임직원과 함께하는 동반성장을 이룩하는 GL

01 02
윤리경영이념 품질보증경영

방침

사회법규와 사내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기본과 원칙을 강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고객과 협력업체로부터 신뢰받는 

광림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인간존중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임직원 상호간 신뢰와 존중으로 모두가 일하고 싶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청탁하거나 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직무수행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하며,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속적 품질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적극적 인재영입

품질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술인력 교육 및 면허취득 지원과 채용으로 최고수준의 건설 

컨설팅과 시공과 더불어 설비 설치와 제작역량을 보유

인력 / 운영 / 성능 기술 지원

업체와의 상호협력

믿을 수 있는 
기업 GL건설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 실현 
품질보증 시스템 확보

GL건설 
임직원은,

인적자원

품질교육

기술력 확보

외부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정도경영과 인간을 존중하는 경영이념 아래 

주주와 고객,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임직원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실천하여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이 최상의 품질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각 부분의 기술력 확보와 

인재양성,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와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존중 정도경영 기술력 활용 극대화투명경영 투입자재 안정성임직원 윤리경영 장애발생 시 즉각적 대처

Sustainable management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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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Management06

지속가능경영
인간과 안전,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으로 고객만족을 넘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건설회사

안전경영방침

GL건설은 사람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 존중과

안전 제일을 기본 이념으로 삼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만들기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를 위한 경영시스템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GL건설은 작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각 분야에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계획 (Planning)

위험요인 확인

환경측면 확인

관계법규 확인

고객 요구수준 확인

목표 / 세부목표 확인

실행계획서 작성

운영/실천 (Doing)

조직구성 및 책임 및 권한 명확화

교육훈련

감성활동 전개

지속적 기록관리 (문서화)

비상사태 대응

점검 (Checking)

정기 / 수시점검

계획 실전상황 및 준수상태 평가

작업전 사전 위험성 평가 이행여부 점검

심사 및 평가

개선 (Action)

점검보고 및 경영진검토

운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조치

데이터베이스 관리

개선효과 발생

환경경영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고객의 만족과 신뢰 향상

안전시스템 보건시스템 환경시스템 품질경영시스템

Safety
System

Health
System

Environment
System

Quality Control 
System

Sustainable management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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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Management06

지속가능경영
협력사 그리고 임직원과 동반성장을 그려가는 인화중심의 사회적 기업

04
사람중심경영 연중 반기마다 평사원을 위원으로 선발하여

경영진과 함께 경영 방침 포함한

다양한 사내 주제를 토론 합니다.

경영진

사람중심경영

평직원

임원

기업혁신 TF가 다루는 주제는 기업문화 발전과 신 사업부문의 발굴과 협의 등의 활동으로 

회사의 기획력을 정밀화 및 고도화 하는 한편으로, "우애" "근면"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고자 

직급체계를 벗어난 수평적 의견 교류를 소통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기업혁신 TF는 직원들의 토의 결과가 소속 부서와 조직 상단에 온전히

전달 될 수 있도록 상향식 의견 수렴을 지향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TF는 경영진 – 임원 – 평직원 사이 간극을 축소함으로써, 

업무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사내 정보의 투명성 및 전달력 확보

전 지급 간 기업 전략 / 비전의 공유 확산

사내 임직원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한 수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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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202207

비젼 2022
혁신과 도전으로 건설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종합 전문 복합 EPC기업 GL

VISION 2022  · 28

GL건설은 종합과 전문 건설업 모두를 영위하는 EPC회사로서 석유정제, 석유화학, 정밀화학, 첨단소재, 식품제약, 

중공업, 에너지, 주택,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우량 기업을 고객으로 모시고, 신속하고 

정밀한 고품질의 책임시공으로 고객만족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연말 결산 후 이익잉여금 내 일정한 금액을 지역 사회 속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기부 하겠습니다.

“플랜트건설 유지보수 사업 협동조합”의 회원사로서 다양한 해외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와 수주 및 투자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국내의 인프라와 인적자원에 재투자하는 글로벌 Contractor가 되겠습니다.

GL건설은 “행복건축 협동조합”의 조합회원으로서 사업주와 시공사 간 불신과 송사로 점철된 시장의 관행을 타파하고, 

신의와 성실의 정신에 기반하는 차별화로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건축물을 책임 준공하여 만족을 

넘어선 고객 감동을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사업장 위치한 지역 사회의 청년에 대한 고용 비중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GL은 부동산을 개발하는 Developer로서 투자행위를 통해 국내외 시설과 토지를 개발 건설하여 시가지 정비 및

도시 현대화에 앞장서는 동시에, 특히 상승 중인 도심 내 주택공급수요에 상응하는 프리미엄 주거문화환경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분양하겠습니다. 

신용을 더한 최고의 건설 서비스로 고객신뢰에 보답하는 종합 전문 복합 건설회사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수익을 환원하는 사회적 건설회사

국내외 사업 확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Contractor & Developer

국제 무대에서 시대 명품을 건설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건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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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202207

비젼 2022
혁신과 도전으로 건설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종합 전문 복합 EPC기업 GL

2022년 매출 700억

국내 수주 600억

해외 수주 100억 달성

VISION 2022  · 30

EPC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전도유망한 미래 산업의 필수 소재를 먼저 기획 발굴하고, 화학산업 내

제휴 가능한 회사와의 협업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국내외 시장 수요에 맞춰 생산 공급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또 이를 통해 수직계열화를 이룩하고, 기업의 집단화를 실현시키겠습니다.

연공서열과는 관계 없는 절대성과평가에 기반하여 모든 임직원의 경력이 고속성장 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는 인사정책을 지속 유지 발전 시키겠습니다.

임직원들이 다 함께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고 성과자를 위한 특별 승진으로 경력 발전 기회를 확대하고, 저 성과자의 반등을 유도하는 동기부여로

임직원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기회와 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플랜트 건설 3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시킨 정밀화학제조사 GL을 꿈꾸겠습니다.

기업문화혁신을 이룩하여, 임직원의 꿈이 실현되는 행복한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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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202207

비젼 2022
혁신과 도전으로 건설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종합 전문 복합 EPC기업 GL

기술혁신

GL건설은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해 

채용과 개발지원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기술 인력 투자를 통한 신 성장 동력 발굴

GL건설은 10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를 비롯한 

전문지식/기능인력의 현장 배치를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시공을 제안하고 상품화하겠습니다.

인적 자원의 전문적 노하우를 접목한 맞춤형 시공

끊임없는 지식 습득 활동과 공유로 조직 내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

시키는 동시에, 투자를 통한 기술 특허 취득으로 GL만의 차별화된 

시공역량 보유하고, 관련 실적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지식에 대한 이해 증진과 기술 특허 취득활동

GMP * CGMP 기준에 부합하는 정밀화학, 식품제약 및 의료 분야의 

설비 제작과 조달뿐 만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소재 생산 

플랜트에 필수적인 무진 및 클린 룸의 전기설비 및 계전장치 설치에 

대한 전문성을 고도화할 것이며, 빠르고 정밀한 고품질의 시공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겠습니다.

GL건설은 전문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인적자원에 근거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컨설팅을 통해 

차별화된 시공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전문 지식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

기술 기반 시공 역량의 강화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

VISION 2022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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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s & Partners08

수상내역 & 협력사
품질과 신용 기반 부가가치 창출에 의한 고객만족 실현하는 GL

수상내역 2008 울산SKC㈜ HPPO-Project 성공적 수행에 대한 감사패 – SKC㈜08.

SKC㈜ 발전에 기여 – SKC㈜11.

2009 Bio Energy 공장 신축공사 성공적 수행에 대한 감사패 – SK케미칼㈜02.

SKC 울산공장 정기보수작업(공사) 성공적 수행에 대한 감사패 – SKC㈜03.

2010 TOW PLANT 성공적 준공에 대한 감사패 – EASTMAN03.

2 01 1 SKC 진천공장 태양광필름 생산공장 Project 성공적 완수 – SKC㈜04.

2013 성실납세자 표창 – 서울지방국세청03.

2014

2015

2020

연대도 지역 발전기금 감사장05.

서울대학교 AMP 특별후원02.

NKDB 비품 및 후원금 지원 감사장07.

#3 ASU Plant 건설사업 성공적 수행에 대한 감사패 – SKC에어가스12.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감사장07.

SK케미칼 SKYBON 공정 공헌에 대한 감사패 – SK케미칼㈜09.

#1 SRP 정상화 사업 성공적 수행에 대한 감사패 – SK인천석유화학12.

필름생산공장 신설사업 성공적 수행에 대한 감사패 – 세진티에스07.

Awards & Partners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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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s & Partners08

수상내역 & 협력사
품질과 신용 기반 부가가치 창출에 의한 고객만족 실현하는 GL

협력사

Awards & Partners  · 36



·  GL E&C BROCHURE 2021 Intro  ·37 38

GLOBAL LEADER
FOR
GOOD LIFE
석유정제 · 석유화학 · 정밀화학 · 첨단소재 · 건축 · 주택 시공 역사 30년

도전정신의 종합 전문 복합 건설기업

09

Architecture & Housing Works
건축 · 주택 사업

Plant Works

Engineering Works

석유정제 · 정밀화학 · 석유화학 · 첨단소재 플랜트 사업

엔지니어링 사업

Real Estate Development Works
부동산 개발 투자 사업

Public Works

Fabrication Works

공공 사업

설비제작 사업

Projects

·  GL E&C BROCHURE 202137 Projects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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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
HOUSING WORKS
GL건설은 사람 중심의 안락한 친환경 주택과 스마트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일이야 말로 회사의 슬로건 “Good Life”를 실현한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GL의 건축은 이제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 도입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보다 큰 도약과 함께 국내외 종합건설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고자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건축 · 주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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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09

수행 Projects

ARCHITECTURE & HOUSING WORKS
건축 · 주택 사업

Projects  · 42

평택 고덕
상가주택
신축공사

은평 서해그랑블
전기설비공사

하남 미사
상가주택
신축공사

춘천 파사디나
- 메가박스
극장 신축공사

판교 J-Tower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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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09

수행 Projects

Projects  · 44

이수건설
양평동
지식산업센터
전기소방
통신설비공사

화성새마을금고
업무빌딩
전기소방설비
공사

인천계양
브라운스톤
전기소방
설비공사

평택
지식산업센터
전기소방설비
공사

ARCHITECTURE & HOUSING WORKS
건축 · 주택 사업

신원종합개발
포항 양학
아침도시 아파트
임시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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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09

수행 Projects

Projects  · 46

뉴라이프
안성공장
리모델링 공사

동성하이켐
사무동
신축공사

신원종합개발
부평 삼산
아침도시 아파트
전기소방
설비공사

인실리코
증축공사

ARCHITECTURE & HOUSING WORKS
건축 · 주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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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DEVELOPMENT WORKS
GL은 국내 시설 또는 토지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개발과 건설 행위로 노후화된 시가지의 

정비와 도시의 현대화에 앞장서는 동시에, 증가하는 주택 공급 수요에 발맞춰 고품격 

주거공간의 분양으로 고객 동맹 정신 차원에서 요구되는 가치 이상의 “Good Life”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개발 투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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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09

수행 Projects

REAL ESTATE DEVELOPMENT WORKS
부동산 개발 투자 사업

논현동 지도

논현동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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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인테리어
BIM2

논현동
인테리어
BIM1

Projects09

수행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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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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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 54

일원동 ISO일원동 지도

일원동 ISO일원동 조감도

REAL ESTATE DEVELOPMENT WORKS
부동산 개발 투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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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WORKS
GL은 1989년 설립 이래 석유정제 석유화학 정밀화학 첨단소재 플랜트 건설 부문에서 

쌓아온 경험과 고도의 기술력을 국내외 우량 고객으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인정받고 있으며, 종합 전문 복합 EPC 기업으로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경영혁신으로 

국내외 플랜트 건설산업을 선도합니다.

석유정제 · 정밀화학 · 석유화학 · 첨단소재 플랜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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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Projects

PLANT WORKS
석유정제 · 석유화학 · 정밀화학 · 첨단소재 플랜트 사업

Projects  · 58

SKC 울산 HPPO 설비 전기기계소방 공사 및 유지보수정비 계약 미국 조지아 SKC INC. Polyol 설비 기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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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Projects

Projects  · 60

SKC 에어가스
울산공장
PDH GN2
기계설비 공사

화성 향남
대웅바이오
제3공장 SR타워
EPC 공사

수원공장
PET필름
생산설비
전기기계공사
유지보수
정비 계약

플루스 화성공장
기계플랫폼 설치
강구조물 공사

PLANT WORKS
석유정제 · 석유화학 · 정밀화학 · 첨단소재 플랜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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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Projects

Projects  · 62

Plant Works
SK케미칼
안동 백신공장
소방공사

SK이노베이션
증평공장 LiBS
기계전기설비
공사 및
IE소재공장
TAC FCCL LiBS
유지보수정비
계약

SKC 진천공장
PET PI 필름
EVA시트 설비
전기기계소방
공사 및
유지보수정비
계약

PLANT WORKS
석유정제 · 석유화학 · 정밀화학 · 첨단소재 플랜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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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WORKS
GL은 종합 전문건설업 통합 30여년의 전통과 역사에서 비롯된 경함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SOC사업 프로젝트에도 뛰어난 시공역량 통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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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WORKS
GL은 전문·종합건설업 통합 30여년의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다양한 

SOC 사업프로젝트에도 뛰어난 시공능력을 통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공사업

Projects  · 66

시화2단계
신도시 가로등,
신호등설치공사

송파교육청
위례 장원유치원
신축공사

부산대
통합기계관
기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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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09

수행 Projects

Projects  · 68

화성발안 A-BL
화성 향남
2A20BL
LH 행복주택
옥외기계공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별관
증축공사 

수원 수자원공사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산업환경
설비공사

남양주 
LH 별내지구
옥외 아파트
기계설비공사

PUBLIC WORKS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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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Projects

Projects  · 70

LH 시흥은계
A2 블록
아파트 4공구
전기설비 공사

LH 수원 호매실
아파트 7BL
전기설비 공사

충남 내포
상록아파트
전기설비 공사

대전대덕
R&D특구
A-5블록
LH 아파트
전기설비공사

PUBLIC WORKS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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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ATION WORKS
석유정제, 석유화학, 정밀화학, 첨단소재 플랜트 발전 및 첨단소재 플랜트 등

각종 산업 생산시설의 설비와 장치 제작에 필요한 최적의 작업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GL은 제작분야에서도 고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품질, 환경, 안전, 원가

관리를 통해 고객만족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설비제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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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Projects

Projects  · 74

FABRICATION WORKS
건설 설비제작에 필요한 최적의 작업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GL은 제작분야에서도 고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품질, 환경, 안전, 원가 관리를 통해 고객만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설비제작

울산공장
설비제작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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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 76

강구조물 설치울산공장
외부전경

강구조물 설치강구조물 제작

FABRICATION WORKS
설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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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WORKS
종합 EPC 건설회사 GL은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유망산업인 화학, 

대체에너지, 첨단소재, 그리고 식품제약 설비시설을 포함한 플랜트 건설부문에서

고객으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더 큰 고객감동 실현을 위하여,

GL건설은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을 통한 기획, 설계, 그리고 시공의

단계별 차별화로 건축 및 주택 건설부문에서 최고의 품질과 독보적인 사업관리

역량을 구축하고자 기술력 강화에 항상 매진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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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09

수행 Projects

ENGINEERING WORKS
엔지니어링 사업

Projects  · 80

SK케미칼
Bio Diesel-3
PJT 상세설계

대웅바이오
SEC-BuoH 
Recovery
Tower 
Engineering

SK케미칼 PPS-1
PJT Detail 
Engineering 
(Polymer)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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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Projects

Projects  · 82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BIM 단면도

용인 신봉동
근린생활시설
BIM 단면도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BIM 조감도

용인 신봉동
근린생활시설
BIM 조감도

ENGINEERING WORKS
엔지니어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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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 84

모던팰리스
논현
BIM 단면도

제주
호텔리조트
BIM 단면도

모던팰리스
논현
BIM 조감도

제주
호텔리조트
BIM 조감도

ENGINEERING WORKS
엔지니어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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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품질관리 ➊
방침 및 기본 
계획

품질관리 ➋
품질 보증
시스템

Quality Control  · 86

본사 P.M 현장 소장

양질의 자재선정 및 검사, 관리
예상되는 문제점 수시점검 처리

신기술 공법 발굴

도면, 내역서, 시방서 검토
시공 전 충분한 도면 숙지

양질의 자재선정 및 적기 입고
각종 기술업무 지원

주요부분 상세 시공도 작성

종합 전문 복합 건설회사인 GL은 시공 타당성 분석을 통해 이른 시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작과 마무리를 위하여

사내 전문가 파견으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조직 구성 품질 관리
조직원의 업무 분장

공정표 작성

승인 요청
도면, 시방서, 내역 검토

자재공급 업체 선정

SAMPLE, 제작도면 제출

시공도 작성 및 제출

현장 시공
도면 숙지  

작업자 적성 및 숙련도를 고려하여 배치

정확한 작업지시와 작업자의 교육훈련 실시

주요 CHECK POINT 확인

타 공정 간섭사항 확인 

자재입고 검사 및 보존 관리

공구의 검·교정 상태 관리

기록 보존
점검표 작성

보완사항 수정

검사 및 시험 결과 제출

< 최고 품질을 통한 고객 만족 >

품질 교육 계획
⇨ 공인된 자재 / 비상인력확보 / 정기적인 예방점검

품질 관리
⇨ 기술인력 Full가동 / 고품질의 자재투입 / 안전제일 공사시공

관련 기술
⇨ 기계설비 기술력 / 공조설비 기술력 / 전기계장 기술력 / 전문소방 기술력 /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인적 자원
⇨ 지속적인 교육 / 지속적인 연구 개발 / 관련 기술인력 확보

외부 지원
⇨ 인력 기술 지원 / 운영 기술 지원 / 성능 기술 지원 / 업체와의 상호협력

인력기술력 
활용극대화

신뢰성
확보

투입자재
안정성

장애발생 시
즉각적 대처

고객 
감동 실현

품질보증 시스템 가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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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안전관리 ➊
목표 및 방침

안전관리 ➋
효과 및
교육 방침

Safety Control  · 88

안전사고, 환경사고 ZERO 실현

전 현장 무재해·무오염 운동 전개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사업장 구현

슬로건 “가정과 회사가 365일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 RISK 최소화

지속적 사고예방활동 전개

안전보건시스템 및 환경경영시스템 지속적 개선 및 정립

안전수칙 위반 시 제재 강화

중대재해 (High 5 선정) 중심으로 개선활동 전개

⇨ High 5 : 추락, 낙하, 감전, 협착, 전도 위험 작업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효율성 강화

⇨ 취약시기 정기점검 실시 및 F/B을 통한 현장 평가

⇨ 법정 안전교육 실시 및 수행

직무교육 및 자율 안전관리 활동 강화

 계층별(소장,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 직무교육

⇨ 유형별 안전작업 매뉴얼 제작 및 개발

⇨ 중보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대면보고 실시

⇨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조사 및 회사규정 엄격 적용

< 목표 >

< 안전 방침 >

< 중점 추진 사항 >

인명존중, 경제적 손실 방지

작업능률 향상, 안전한 일터 조성

< 기대 효과 >

 TBM에 의한 교육

신규 채용자에 교육 

근로자에 대한 교육

   본사 특별 교육

 근로자에 대한 1일 TBM 활성화

 매월 2시간이상 교육

신규채용자 건강진단 실시

안전장치, 유해물 억제장치 및 보호구 취급법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사항

응급조치 및 대비에 관한 사항

1시간 이상 교육

현장관련 안전,보건사항

매월 2시간이상 교육

현장 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및

기타 일반적 안전관리사항

정기 안전 순회 시 1시간 이상

정기교육

수시교육

안전 교육  /  안전 점검  /  무재해 운동

< 최종 목표 ⇨ 무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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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Contact Us  · 90

에어드리공원

갈현
삼거리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4호
선

GL건설 본사

경기도 과천시 찬우물로 30-1, 2층 (갈현동 11-5)

울산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729-7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율촌산단3로 297

02) 588-6688 ~ 9

052) 912-6668

061) 691-6862

02) 587-0848 / 0858

052) 912-0848

061) 692-6863

주소.

주소.

주소.

Tel.

Tel.

Tel.

Fax.

Fax.

Fax.

Head Office

Ulsan Factory

Yeosu Office

두동면사무소

두광중학교

경
부

고
속

삼정교

당산못

신우주건설

GL건설 울산공장

여수 사무실

율
촌

산
단

3로

율촌산단9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