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연혁

기본을지켜혁신의역사를만듭니다.

2000 ~ 현재

대림산업은기본을지키며창의적혁신을거듭해왔습니다. 2000년 우리나라최초브랜드아파트도입, 2013년 현수교국내기술최초자립화등

지난 80년 동안쌓아온기술력과경험의노하우는지금도대한민국건설사의새로운역사를만들어가고있습니다. 

대림산업은청계천, 광화문광장, 서해대교, 이순신대교, 필리핀 RMP-2 공장등 우리나라대표건설사를넘어글로벌디벨로퍼기업으로

도약하기위한도전을멈추지않고있습니다. 

2018.11   평화의댐 2단계공사준공

2018.06   6800세대 미니신도시급단지,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준공

2018.04   국내최대 규모 S-OIL RUC 프로젝트준공



2017.10   순가이 브루나이 대교 준공

2017.09 말레이시아 만중 5 석탄화력발전소 준공

2017.08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썰매전용 경기장, 평창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준공

2017.06   단등교 세계 토목 건축 대회 수상

2016.12   한탄강댐 준공

2016.09 아시아 태평양 토목공학 컨퍼런스 최고상

2016.09 사우디 Ma’adden Ammonia 준공

2016.02   신평면 플랫폼 D.HOUSE 개발

2015.12 제주해군기지 준공

2015.12   필리핀 RMP-2 준공

2015.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준공

2015.06   포시즌스 서울 호텔 준공

2014.12   대림 호텔 브랜드 GLAD 여의도 오픈

2014.10   사우디 YERP-3,4 준공

2014.07   대림 첫민자발전소인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상업운전실시

2014.07    중국 BASF MDI 준공

2014.06    싱가폴 MCE (지하고속도로) 준공

2013.05    순수 국내기술로 세계 4위국내 최장의 현수교 이순신대교 준공



2012.12   국내 최초 냉난방 에너지 50% 상용화 아파트 준공 (e편한세상 광교) 

2012.06  국내 최초의 복합 사장교 청풍대교 준공

2010.11   사우디 Kayan HDPE 준공

2010.05  광화문 광장 준공

2008.07 필리핀 Petron FCC 준공

2007.08  이란 SPGD PH-6,7,8 준공

2006.04   중국 상하이 IIP 준공

2005.10  청계천 복원공사 완료

2005.10  상공회의소 리모델링 준공

2005.09  광양 LNG 터미널 준공

2003.04  순수 국내기술로 설계, 시공된 국내 최초의 사장교 삼천포대교 준공

2002.12   영광원자력발전 5,6호기 준공

2001.01 이집트 미도르 정유공장 준공

2000.12 이란 카룬댐 준공

2000.12 국내 최초 강합성 사장교 서해대교 준공

2000.05  대만 아로마 정유공장 준공

2000.02 편한세상 브랜드 런칭(용인 보정 e편한세상)



고도성장의시대, 건설의꽃을피우다.

1980년대

경제개발계획이한창진행중이던 1980년대, 대림산업은안정적인성장과국내외주요건설공사를성공적으로수행하여금탑산업훈장과해외

건설수출 50억 불탑을수상하였습니다. 이시기에완공된잠실올림픽주경기장, 세종문화회관, 독립기념관등은국내외의많은사람들이기억하는

대표적인건축물입니다. 

1999.12   도곡동 대림 아크로빌 준공

1995.10   태국 국영석유화학 올레핀 공장 확장 공사 준공

1993.09   말레이시아 조호르 에틸렌 공장 준공

1990.05   사우디 킹파트 국제공항 준공

1989.06   한국은행 본관 복원 및 별관 증개축 공사 준공

1989.06   서울법원 청사 준공

1988.05   평화의댐 1단계 축조 공사 완료

1988.01   바레인 아라비안 걸프대학 준공

1987.11  호남에틸렌 흡수합병 완료,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로 출발

1987.08   독립기념관 준공

1986.01   싱가포르 아이에르라자 고속도로 준공



1984.09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준공

1984.09   이라크 시낙교량 및 접속도로 준공

1984.07   말레이시아 천연가스 액화 공장 준공



고도산업화에발맞춰세계를향해뻗어나가다.

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상위중진국으로도약하기위한산업구조의고도화가진행되었습니다.

대림산업은정부의최대역점사업인포항종합제철공장건축공사를시행하면서중화학공업분야와해외플랜트건설사업을주도하게되었습니다. 

또한, 1974년 대림엔지니어링주식회사를설립하여 'Turnkey base' 공사에참여하는발판을마련하였습니다. 

1980.03   국내 최초 기술연구소 설립 (대림기술연구소) 

1979.11   청계천 복개 공사 완료

1978.04   세종문화회관 준공

1976.12   대림산업 수송동 빌딩 준공

1975.09   국회의사당 준공

1975.09   국내 최초 아프리카 진출(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유 공장 공사)

1975.05   국내 최초 이란 진출(이스파한 군용 공장 공사) 

1975.01   국내 최초 쿠웨이트 진출(슈아이바 정유공장 기계 보수 공사) 

1974.10   포항제철 1기 공사 준공

1974.02   서울 지하철 1호선 준공

1973.11   국내 최초 플랜트 수출(사우디 정유공장 보일러 설치 공사)



경제개발시대와함께서울시대를열다.

1960년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시작되면서대림산업은국내건설사업을주도하였습니다. 1966년에는 국내건설업도급액랭킹 1위에진입하면서

명실상부국내최고의건설회사로발돋움하였습니다. 이어 1967년 대림산업은본사를서울로이전하면서본격적인서울시대를열었습니다.

1970.09   국방부 청사 준공

1969.12   경부고속도로 준공

1969.07   경인고속도로 준공

1966.01   국내 최초 해외 건설 외화 획득(베트남 항만공사 수주) 



대한민국건설 70년의역사가시작되다.

1939년

1939년 10월 10일, 부평역앞에 '부림상회'라는간판을내걸고단순건설자재취급점포로사업을시작했습니다.

이후원시림개발과원목생산, 제재업까지확장한종합목재사업체로발전하여불과 6년 만에나라안에서손꼽히는민족기업으로성장하였습니다.

1947.10   부평경찰서 준공(대림산업 건설업 1호 실적) 

1939.10   인천 부평에 부림상회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