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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ntractors to Be Banned from Future Biddings for
4-river Project Collusion

As many as 15 large construction contractors will be banned from bidding for government-commissioned

projects for up to 15 months as penalties for colluding in the four rivers restoration project. According to

construction industry sources on October 16,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had issued administrative

orders to 15 builders under investigation for collusion.

With the latest decision, the six companies including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Daewoo E&C,

Daelim Industrial, GS E&C, and SK E&C will be prohibited from entering tenders commissioned by the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s for 15 months from the 23. Other nine companies, such as POSCO

E&C and Hyundai Industrial Development, will be given a four-month sanction not to participate in public

biddings. The companies will raise lawsuits to invalidate the orders with the court.

In total, the losses from lost business opportunities are estimated at 12 trillion won.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 the entity that had commissioned the four rivers project jointly with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will also decide on whether to restrict future bidding opportunities of 13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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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수주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대형 건설사들이 최대 15개월간 공공공사 수주를 못하게 됐

다. 해당 건설사들의 이 기간 매출 손실이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

청은 4대강 사업 1차 발주공사에 대해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15개 건설사에 관급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제재 조치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사는 오는 23일

부터 15개월,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9개사는 4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해당 건설

사들은 조달청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조달청과 함께 4

대강 공사를 발주한 한국수자원공사도 17일 강천보와 함안보, 강정보 등 3개 공사에 참여한 13개 건설사

의 입찰제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추가 징계도 예상된다. 이에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2006년부터 3년간 LH가 발주한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효성 진흥기업 등

35개 중견 건설사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했다. 이들 업체도 최대 12개월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받

는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The Korea Economic Daily http://english.hankyung.com/news/apps/news.view?nkey=201310171...

1 of 2 18/12/2015 14:49



 print  close

The Korea Economic Daily http://english.hankyung.com/news/apps/news.view?nkey=201310171...

2 of 2 18/12/2015 1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