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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지식산업단지 현장
강한결 과장 

11 + 12월호 표지 이벤트 당선작
지난 11 + 12월호 컬러링 이벤트 당선작을 소개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80분이나 단축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용인우회도로가 알록달록 색깔 옷을 입었네요. 

지난 한 해 동안 컬러링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스티커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표지 스티커 이벤트 
<대우건설인>이 올해부터 새롭게 
스티커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동봉된 정대우 스티커를 표지에 자유롭게 
붙여서 나만의 표지를 완성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토건설계팀 
홍경욱 차장 

개발사업팀 
정철기 차장 

발전견적팀
이승희 과장

예산견적팀 
이광섭 차장 

조달기획팀 
조현명 과장 

공정설계팀 
박민규 대리

배관설계팀 
최덕규 과장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 현장
박성만 대리 

이벤트 참여 방법. 하나
스티커 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주세요. 업로드 시 
게시물에 꼭 #대우건설인 태그를 달아주세요. 
그래야 이벤트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둘
스티커 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사보 담당자 앞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 메일 제목을  
[사보 표지 스티커 이벤트]로 달아주는 센스!
커뮤니케이션팀 박주형 대리
joohyung.park@daewooe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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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93년 5월 29일

발행처 (주)대우건설 

발행인 겸 편집인 김형

담당자 커뮤니케이션팀 박주형 대리

(사보 편집실)

기획·편집·디자인 (주)안그라픽스 미디어사업부

02 763 2303

사진 황규백, 김진솔

인쇄 금강인쇄

2 CEO 신년사 
4 경영진 신년 메세지
8 시무식

10 SPECIAL
 2020년 대우건설 신입사원

 신입사원과 함께하는 연탄나눔

18 THEME VIEW
 두근두근 다시 시작 2020, 
 가슴 가득 처음 그 설렘으로

20 THEME POLL
 나의 초심, 어디 숨었니?
24 THEME TALK
 너를 다시 불러본다, 설렘

26 THEME VISION
 드론은 미래를 향한 열정과 설렘을 싣고

28 현장스타그램

 공원을 품다, 행복을 안다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34 정대우로드

 1만 7천개의 매력 인도네시아

39 WORK & LIFE神
 여권 없이 떠나는 세계 여행 
 주말에 뭐하지

 취미유발자들

48 대우건설인 +
 우건회 제2회 한마음축제 
 정대우 종이인형 만들기

 이벤트 당첨자 발표 

52 대우건설 뉴스
 2020년 1+2월 대우건설 뉴스

56 독자의견

 2020년을 새롭게

 <대우건설인>을 즐기는 네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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