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그 이상으로 !

계획 및 경제성분석┃타당성조사┃기본 및 실시설계┃감리 및 CM┃PM┃신재생에너지

수성,
비상 2021
글로벌 Top “200”
무사고무재해 “0”
상생화합 “2-gether”
고객만족도 “1위”

미션
인적 기술적 무결점
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제공하여 사회와
인류행복에 공헌한다

비상 2021
글로벌 Top “200”
무사고 무재해 “0”
상생화합 "2-gether"
고객만족도 "1위"

핵심가치
순수한 열정
전문인의 긍지
창의적인 협업
최고를 향한 도전

슬로건
상상 그 이상으로!
Beyond Your
Imagination,
Soosung!

순수와 열정, 긍지로 뭉친 지구촌 개발의 선두주자, 수성엔지니어링입니다.
수성엔지니어링은 지난 4반세기의 발전을 기반삼아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문정동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힘찬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성엔지니어링은 도로, 철도, 도시, 수자원 및 상하수도, 환경분야 등에서 부단한 기술
개발과 철저한 전문적 서비스로 업계를 선도하여 왔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몽골, 미얀
마,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와 아프리카로 그 영역을 넓혀 글로벌 종합엔지니링사로 성장, 도약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인적, 기술적 무결점의 기술을 지구촌에 제공하여 사회와 인류의 행복
에 공헌하는 것이 수성엔지니어링의 바람입니다.

상상 그 이상으로, Total Solution Provider-SOOSUNG
수성엔지니어링은 사람과 기술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며 매순간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더 높
은 도약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이 우리 일상생활에 가져올 막대한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인류문화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성장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힘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미례

List of Contents
회사소개

03
05
07
09
10
11
12

PROJECT
수행실적

13 Turn-Key 민간투자사업
18 발주처별 주요 수행 PROJECT

해외 PROJECT
수행실적

65 해외 PROJECT

조직 및 인원

69 고문단
70 기술인력 보유현황

연혁
상훈
회사의 영업 종목
등록 및 신고현황
매출액 / 인원현황
조직도
추진전략

연혁
상훈
회사의 영업 종목
등록 및 신고현황
매출액 / 인원현황
조직도
추진전략

회사소개

회사소개

회사소개

연혁
상훈
회사의 영업 종목
등록 및 신고현황
매출액 / 인원현황
조직도
추진전략

과학기술처, 전문기술용역업 등록(제 3-455호)

1992.10.06

건설교통부, 공공측량업등록(제 06-1006호)

1993.07.09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 (제 10-079호)

1994.07.29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세방기술연구소 설립 (제 941189호)

1995.03.09

건설교통부, 감리전문회사(종합) 등록 (제 종-13호)

1996.03.18

상호변경, (주)수성기술단

1998.06.13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KS Q ISO 9001:2009 / ISO 9001:2008 (CRK-Q4-028)

1999.02.11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 (제서 105호)

1999.03.15

건설교통부, 교통영향평가기관 등록 (제 102호)

2001.03.03

상호변경, (주)수성엔지니어링

2001.04.12

행정자치부, 재해영향평가 대행자등록 (제 서울-017호)

2001.10.08

두산건설㈜의 두산 엔지니어링 사업본부 합병

2001.12.28

국군 제5775 부대장, 군납 안전진단 필증 (3033642)

2002.01.16

경기도, 전력시설물감리업(종합) 등록 (제 경기2-154호)

2002.01.18

안양소방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기계, 전기) 등록 (제 2002-4호)

2002.03.18

건설교통부, 인구영향평가대행자등록 (제 34호)

2003.10.27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제 경기-4호)

2004.03.12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 KS I ISO 14001:2009 / ISO 14001:2004 (CRK-E2-034)

2005.02.02

건설교통부, 해외건설업등록 (제 253호)

2006.06.27

안양시청,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안양-06-29-03)

주요과업 수행실적

1991.10.04

해외 수행실적

(주)세방기술단 창립

조직 및 인원

1991.01.25

회사소개

연혁

03

연혁

04

2006.11.09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 19941189호)

2007.08.26

방재안전대책수립자 등록(제 051호)

2007.10.05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제 2007-07468호)

2009.01.05

토양정화업 등록(제2009-1호)

2009.01.2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B09-12300-001)

2009.02.09

지하수정화업 등록(제 2009-1호)

2010.06.10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제 1-34호)

2010.07.12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제 02664호)

2011.03.15

가축분료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제2011-1호)

2011.03.18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제2011-00001호)

2011.03.18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제2011-00002호)

2011.06.20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 신고(제2011-06-011200호)

2011.06.24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제2011-0526-5)

2011.07.27

건설업등록증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안양-11-10-08)

2012.01.18

일반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제10호)

2012.03.21

품질시스템 인증(KEPIC-SN) (인증번호 WN-551)

2013.07.29

전기공사업 등록증(경기-04170호)

2014.07.14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경남-2-151호)

2015.02.13

모잠비크 지사 설립(등록번호: 100566052)

2015.10.22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제2015-5호)

2016.02.15

부동산개발업등록증(등록번호: 경남160002)

2016.04.06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등록번호:낙동강유역환경청 제11호(분야:공공하수도)]

상훈

동탑산업훈장(제2743호) 대통령
건설기술진흥을 통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이정학부사장]

주요과업 수행실적

2016.04.28

해외 수행실적

산업포장(제8632호) 대통령
건설기술진흥을 통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원상희대표이사]

조직 및 인원

2016.03.25

회사소개

표창장(제130954호) 대통령
마령~장수 도로·확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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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2012.05.01

서울시 우수기술건설용역업자
건설공사 설계용역 평가에 의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지정

2013.11.15

우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013 도시설계경진대회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설계기법에 의한 입상

2015.12.17

표창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에 기여

5 해외
2014.07.09

표창장 몽골 울란바타르 시장
울란바타르시의 발전을 위한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

6 기타
20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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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상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
전문설계회사로 지반공학 기술 발전에 기여

조직 및 인원

해외 수행실적

주요과업 수행실적

회사소개

회사의 영업 종목

07

회사의 영업 종목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 및 건축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일반교통안전진단 사업
환경건설팅 사업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및 관리 대행업
부동산 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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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신고현황

주요과업 수행실적

회사소개

회사의 업면허 등록 및 신고현황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증

교통투자 평가대행자 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필증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KS Q ISO 9001:2009 / ISO 9001:2008)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증

교통영향평가대행자등록증
전력시설 감리업 등록증(종합)
소방시설업 등록증(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기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전력시설 설계업 등록증(1종)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KS Q ISO 14001:2009 / ISO 14001:2004)
해외건설업신고필증
전문건설업등록증(시설물유지관리업)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증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
전문건설업 등록증(기계설비공사업)

조직 및 인원

공공측량업등록증

해외 수행실적

회사의 업면허 등록현황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증
원자력 품질시스템 인증서
전기공사업 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지하수개발 ㆍ이용시공업 등록증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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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인원현황

706억

740억

790억

2014년

2015년

2016년

인원 : 총 810명(설계 367명, 감리 443명)
2017년 6월

특급 260명

특급 255명

고급 131명

고급 46명

설계 : 367명

감리 : 443명

중급 16명
초급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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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13명

중급 39명

조직도

도로부
공항부
도로공항사업본부

구조부

안전진단팀

지반부

지하공간개발팀

교통부
민간사업팀

철도건설관리부
회사소개

철도사업본부

철도설계부

도시계획부
도시사업본부

도시설계부

환경사업본부

환경사업부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부

부산 지사
전남 지사

항만부
에너지환경사업부
건설관리본부

시공관리팀
설계영업팀

경남 지사
경북 지사

건설관리부

대전 지사

전략사업부

평택 지사

기술연구소

강원 지사

품질보증실

경기 지사
서울 지사

업무부
해외영업본부

PQ팀
업무팀

해외영업부

몽골 법인
미얀마 법인

법무팀

기
획
조
정
실

모잠비크 법인

해외 수행실적

수자원부

조직 및 인원

대
표
이
사

수자원사업본부

주요과업 수행실적

조경부

필리핀 지사

인사팀
기획/전산팀
계약팀
재무본부

총무부

경리팀

11

추진전략

Vision 및 목표

비상 2021

Vision
글로벌 Top

무사고 무재해

상생화합

고객만족도

“200”

“0”

“2-gether”

“1위”

(단위:억원)

중장기 목표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국 내

1,050

1,050

1,050

1,050

1,050

해 외

200

250

300

350

450

계

1,250

1,300

1,350

1,400

1,500

단기 목표
핵심가치

“ 수주 1,000억원 돌파 ”
순수한

전문인의

창의적인

최고를 향한

열정

긍지

협업

도전

추진 전략

인적
역량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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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필요역량에
따른 인재양성(교육) 및 확보

지속적
혁신

과감한 도전과 혁신
창의적 업무 문화

인프라
강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운영 및 제도개선

PROJECT 수행실적
Turn-Key 민간투자사업
발주처별 주요 수행 PROJECT

수행실적

수행실적

Turn-Key 민간투자사업
발주처별 주요 수행 PROJECT

Turn-Key 민간투자사업

구조

철도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4공구) T/K 및 실시설계 용역

SK건설㈜

2016.11 ~ 2017.11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4공구) T/K 및
실시설계 용역

(주)현대건설

2016.03 ~ 2017.03

삼장~산청(국도59호선) 국도건설공사 실시설계기술제안 용역

삼호

2015.08 ~ 2015.12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화도~양평간 건설공사(제1공구) T/K설계

SK건설㈜

2013.02 ~ 2013.07

봉천~사당간 터널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용역

(주)태영건설

2012.01 ~ 2013.06

화양~적금(3공구) 도로건설공사 T/K 기본설계용역

(주)대우건설외 7개업체

2011.02 ~ 2011.05

압해~암태(1공구)도로건설공사 일괄입찰 기본설계

(주)대우건설

2009.07 ~ 2009.10

행정도시~대전유성간 도로확장공사 중
행정도시~대전유성 설계용역

롯데건설(주)

2007.10 ~ 2008.09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도1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2공구)
일괄입찰 기본설계용역

(주)대우건설

2007.10 ~ 2007.12

안양~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용역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2007.09 ~ 2012.08

영천~상주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목실시설계 용역(5공구)

대림산업(주)

2007.02 ~ 2008.06

울릉공항 1,2공구 건설공사 입찰설계 및 직접경비 용역

(주)포스코건설

2016.03 ~ 2016.09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 실시설계

삼성물산 외 6개업체

2010.02 ~ 201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 4교 건설공사 일괄입찰(턴키) 설계용역

두산건설외 3개업체

2009.11 ~ 2010.01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 기본설계 턴키

삼성물산 외 6개업체

2009.10 ~ 2011.01

대구광역시 대로2-44호선 교량신설공사 실시설계

코오롱건설(주)

2007.08 ~ 2008.04

대구광역시 대로 2-44호선 교량공사 기본설계용역

코오롱건설(주)

2007.03 ~ 2007.09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주)현대건설

2015.10 ~ 2016.02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2공구 건설공사(T/K)
기본설계용역

(주)한라

2015.08 ~ 2016.03

주요과업 수행실적

2016.12 ~ 2017.05

해외 수행실적

공항

(주)대우건설

조직 및 인원

도로

새만금 남북2축도로 건설공사 1단계(3공구) 일괄입찰
설계용역(주설계)

회사소개

1) Turn-Key / 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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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urn-Key / 민자

철도

지하철

도시

14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사업 T/K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용역

㈜KCC건설

2015.06 ~ 2015.11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 T/K 기본설계용역

(주)현대건설

2015.06 ~ 2015.08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T/K (제4공구)

(주)태영건설

2014.09 ~ 2014.12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 6공구 노반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

한진중공업 외 4개업체

2012.12 ~ 2013.07

GG 민간투자시설사업 설계용역

삼성물산㈜

2011.11 ~ 2012.12

난곡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안 설계용역

고려개발㈜

2010.06 ~ 2011.12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남광토건㈜

2008.03 ~ 2008.09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전라선철도(주)

2007.07 ~ 2013.04

신분당선 전철(강남~정자)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신분당선(주)

2005.08 ~ 2011.12

김포도시철도 제4공구 노반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현대산업개발(주)

2013.12 ~ 2014.06

김포도시철도 4공구 노반 건설공사 T/K 기본설계용역

현대산업개발(주)

2013.07 ~ 2013.12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9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SK건설㈜

2009.07 ~ 2010.05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9공구 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

SK건설㈜

2009.01 ~ 2009.08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3공구 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

SK건설㈜

2009.01 ~ 2009.08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

SK건설㈜

2007.12 ~ 2008.07

주한미군시설사업 Parcel 2B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1공구 추가설계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2013.09 ~ 2015.01

주한미군시설사업 Parcel 2B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1공구(턴키)

한국토지주택공사

2009.08 ~ 2015.01

주한미군시설사업 Parcel 2B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1공구) 턴키입찰 설계용역

(주)대우건설

2009.02 ~ 2009.03

Turn-Key 민간투자사업

기타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공사 기본설계용역

한양건설

2014.03 ~ 2014.07

효자배수분구 빗물터널 설치공사(T/K) 기본설계용역

삼호 외 2개업체

2011.12 ~ 2012.3

낙동강 살리기 사업 33공구(상주지구) T/K 실시설계

(주)현대산업개발

2009.10 ~ 2010.12

금강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사업(T/K) 실시설계용역

GS건설(주)외 8개업체

2009.10 ~ 2010.05

금강살리기 5공구(부여지구) 사업 기본설계용역

(주)한라

2009.10 ~ 2010.01

금강 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사업(T/K) 기본설계용역

GS건설(주)외 8개업체

2009.07 ~ 2010.01

낙동강살리기 사업32공구(구미,상주,의성지구)
입찰(기본)설계용역

(주)현대건설

2009.07 ~ 2009.12

낙동강 살리기 33공구 사업(상주지구) T/K 기본설계용역

(주)현대산업개발

2009.07 ~ 2009.09

파주운정지구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SK건설㈜

2008.01 ~ 2008.05

파주운정지구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 기본설계용역

SK건설㈜

2007.08 ~ 2008.02

'15년도 부산광역시(사직.장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설계용역

금호산업(주)

2017.02 ~ 2017.03

행복도시 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센터 A-2,3,4 실시설계용역

코오롱글로벌(주)

2016.06 ~ 2016.12

'15년도 부산광역시(사직.장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설계용역

금호산업(주)

2016.02 ~ 2016.04

행복도시 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센터 A-2,3,4
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

코오롱글로벌(주)

2015.12 ~ 2016.04

순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설계용역

금호산업(주)

2015.10 ~ 2016.01

'14년도 순천시 하수관리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설계용역

금호산업(주)

2015.02 ~ 2015.04

2013년도 함양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설계용역

금호산업(주)

2014.02 ~ 2014.04

슬라이딩센터(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경기) 건설공사 T/K
기본 및 기타설계용역

(주)태영건설

2013.08 ~ 2013.12

주요과업 수행실적

2016.03 ~ 2016.05

해외 수행실적

상하수도

(주)이산

조직 및 인원

수자원

공주보예당지 농촌용수이용 체계개편사업 기술제안
보완설계(터널설계)

회사소개

1) Turn-Key / 민자

15

Turn-Key 민간투자사업

2) 대안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제8공구)
대안입찰용역

GS건설외 4개업체

2010.11 ~ 2011.07

계곡~신덕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대안입찰"설계"용역

고려개발㈜

2008.12 ~ 2009.02

교량

하조도~나배도 연도교 가설공사 대안설계용역

남양건설

2016.02 ~ 2016.08

철도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신설공사 대안설계용역

삼성물산외 6개 업체

2009.11 ~ 2010.05

두산건설(주)

2016.12 ~ 2017.06

(주)태영건설

2016.12 ~ 2017.03

㈜고려개발

2015.08 ~ 2015.12

도로

3) 기술제안

도로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제3공구)에 대한
기술제안입찰(실시설계) 설계용역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포천간 건설공사(제4공구)
기술제안입찰설계 및 기타용역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건설공사(제2공구)
"실시설계 기술제안" 용역

교량

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 경의선 횡단 경관교량 실시설계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2008.09 ~ 2016.08

교통

고양형 대중교통체계 개편 연구용역

경기도 고양시

2016.05 ~ 2017.11

철도

호남고속철도 제6공구 노반 실시설계용역

한국철도시설공단

2008.11 ~ 2009.11

부산 에코델타시티 1단계 4공구 조성공사 기술제안서

부산도시공사

2014.12 ~ 2015.07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2013.08 ~ 2015.02

위례 택지개발사업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용역(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2012.04 ~ 2017.09

위례 택지개발사업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용역(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2012.04 ~ 2015.09

국지도84호선(김포산업단지구간)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중앙종합건설(주)

2017.04 ~ 2018.03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중 2공구
토목설계 및 지반조사

㈜다산콘설탄트

2017.01 ~ 2017.12

도시

4) 민간사업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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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도시

강남순환고속도로 8공구 과천시구간 설계변경

롯데건설(주)

2015.05 ~ 2015.12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1공구-토목) BRT 실시설계 용역

두산건설(주)

2014.07 ~ 2015.01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1공구-토목)서곶로 우회도로
실시설계용역

두산건설(주)

2014.02 ~ 2014.08

압해~암태(1공구) 도로건설공사 토공부 재설계

(주)대우건설

2013.10 ~ 2015.09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5공구) 재설계용역

금호산업(주)

2013.09 ~ 2015.12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1공구)신설교차로(교량)
실시설계용역

두산건설(주)

2012.12 ~ 2013.04

신림 봉천터널 민간투자사업 보완 설계

두산건설(주)

2011.12 ~ 2012.02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1공구) 설계변경(은대교차로 설계)

한라건설(주)

2011.08 ~ 2013.07

장흥-송추우회도로 울대리 선형변경

삼부토건(주)

2008.12 ~ 2009.03

춘천-신남간 종점부 노선변경 실시설계용역

에스씨한보건설(주)

2008.05 ~ 2008.06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북부대로 개설공사)의
천안I.C 교차로 개선 실시설계 용역

(주)대우건설

2008.03~2008.05

압해-암태(1공구) 도로건설공사 지층변경에 따른 지지력 및
교각검토용역

(주)대우건설

2012.06 ~ 2012.06

고촌 RAMP-C교 형식변경에 따른 재설계 용역

율두건설, GS건설

2009.09 ~ 2009.09

경부대운하사업(가칭) 민간투자사업 설계용역

SK건설㈜

2008.02 ~ 2008.08

주요과업 수행실적

2016.11 ~ 2017.01

해외 수행실적

동부건설(주)

조직 및 인원

도로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간(만덕3터널) 도로건설공사
노선변경 설계용역

회사소개

4) 민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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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1 본부

도로

공항

한반도 도로망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2015.05 ~ 2016.12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화도-양평) 타당성조사용역

2012.04 ~ 2012.10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양평-이천) 타당성조사용역

2010.12 ~ 2012.03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김포-파주간)타당성조사용역

2009.12 ~ 2011.11

대구 순환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2공구)

2008.09 ~ 2011.12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2017.07 ~ 2018.07

인천발 KTX 직결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016.10 ~ 2017.04

울산 신항 인입철도 타당성조사 및기본계획

2010.03 ~ 2010.09

대구선 동대구~영천복선 전철화(금강~금호) 노반기본설계

2007.12 ~ 2009.03

포승~평택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007.04 ~ 2008.04

어촌 복합생활공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2007.05 ~ 2007.11

철도

조경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군내-내촌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6.12 ~ 2018.12

국도48호선(누산IC-제촌IC) 도로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2016.06 ~ 2017.09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1공구) 실시설계용역

2009.05 ~ 2010.12

적성~전곡 도로개설공사(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2008.12 ~ 2018.02

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 교통안전진단용역

2016.08 ~ 2017.08

임진강 고랑, 미산지구 하천환경 경비사업 실시설계

2014.08 ~ 2017.01

임진강 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

2012.06 ~ 2014.05

도로

교통
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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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환경

청미천권역 하천 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 대장 작성

2011.10 ~ 2018.07

한강(북한강)살리기 문호지구외 2개소 실시설계

2009.06 ~ 2010.12

서호제 외 1개소 개수공사 실시설계

2007.07 ~ 2011.11

경안천(경안등2개지구) 책임감리용역

2012.06 ~ 2018.04

한강(하류)하천 환경정비사업 시공감리용역

2010.12 ~ 2013.12

임진강 고랑.미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2016.03 ~ 2016.11

안성천 군문.안성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2015.01 ~ 2016.12

회사소개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남양주-춘천(제2경춘국도) 자동차전용도로건설 기본계획수립용역

2016.06 ~ 2017.09

국도5호선 홍천-춘천3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015.06 ~ 2017.05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4.04 ~ 2016.09

국도6호선 횡성 둔내~평창 무이 도로건설공사 외 2개소 설계감리 및 설계VE용역

2013.03 ~ 2013.08

신림~판부2 도로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

2011.03 ~ 2014.01

춘천-화천2 도로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

2007.12 ~ 2010.08

국도 6호선 횡성 둔내-무이1도로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2013.12 ~ 2017.06

국도 6호선 횡성 둔내~평창 무이 도로건설공사 외 2개소 설계감리 및 설계VE용역

2013.03 ~ 2013.08

서원-공근 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12.06 ~ 2017.10

섬강 원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017.02 ~ 2019.02

도로

수자원

해외 수행실적

2016.12 ~ 2018.12

조직 및 인원

국도5호선 신림-판부2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주요과업 수행실적

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평택 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동부두)

19

발주처별 주요 수행 PROJECT

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

달천하류권역(상류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시설관리 대장작성용역

2014.11 ~ 2019.10

주천강 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2013.06 ~ 2020.05

소양강 인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012.06 ~ 2014.12

소양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2010.10 ~ 2018.03

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

교통

수자원

20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용역

2016.06 ~ 2018.06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015.10 ~ 2016.10

충청내륙고속화(제1-1공구)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013.12 ~ 2016.12

충청내륙고속화(1공구)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2011.05 ~ 2013.10

화양~양화(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009.03 ~ 2012.01

만리포~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국도32호선)

2008.10 ~ 2009.11

학봉~공암(서산~황금산)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14.07 ~ 2021.05

서천~보령(제1공구)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09.04 ~ 2018.04

대산~석문 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07.09 ~ 2016.12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 등 2건 교통안전진단용역

2015.08 ~ 2017.07

북일~남일 도로건설공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용역

2014.12 ~ 2016.01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용역

2011.06 ~ 2013.11

노성천 노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013.10 ~ 2015.03

미호천 상류권역( I )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용역

2011.09 ~ 2018.01

금강(대청댐저수지~역조정지댐)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용역

2010.10 ~ 2013.12

발주처별 주요 수행 PROJECT

수자원

환경

금강살리기 3공구(강경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2009.07 ~ 2011.01

금강수계 진증지역 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2007.07 ~ 2011.01

금강살리기 1공구(서천지구)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2010.01 ~ 2012.06

둔포-성환 도로건설공사 등 5건 사후평가용역

2017.02 ~ 2018.01

보은-내북 도로건설공사 등 3건 사후평가용역

2016.02 ~ 2017.08

삽교천 삽교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015.11 ~ 2022.10

인포-보은(제3공구)도로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014.11 ~ 2021.06

충청내륙고속화(1공구)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2011.05 ~ 2013.10

회사소개

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구조

남평-화순(앵남)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 실시설계(보완)용역

2014.06 ~ 2016.01

동향~안성 국지도 시설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3.06 ~ 2016.01

대덕~용산 국도시설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2012.06 ~ 2014.12

포산~서망 도로확장공사 기본설계용역

2008.10 ~ 2011.11

고기~운봉 등 5개공사 설계감리 및 설계VE용역

2008.10 ~ 2010.01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008.02 ~ 2009.08

압해~암태 도로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

2007.11 ~ 2008.09

화양-적금(3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12.03 ~ 2020.03

압해-암태2공구(국도2호선) 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10.12 ~ 2018.10

군장대교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08.12 ~ 2018.01

해외 수행실적

2017.04 ~ 2018.10

조직 및 인원

도로

익산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1)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주요과업 수행실적

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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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

지석천 춘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015.07 ~ 2017.07

동진강 신태인지구(3공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012.05 ~ 2017.01

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 관리대장 작성용역

2011.09 ~ 2017.12

고부천 하장지구 흥덕고지배수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010.12 ~ 2017.01

원평천 해창갑문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010.06 ~ 2011.06

고막원천 다시2지구 등 3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014.09 ~ 2022.07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2010.11 ~ 2011.12

환경

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가지원지방도69호선(영천조교-임고)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012.06 ~ 2013.08

신안~생비량1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1.12 ~ 2014.12

기계-안동1 국도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

2011.02 ~ 2013.06

기계-안동4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1.02 ~ 2012.12

고성죽계-마산진전2 국도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13.12 ~ 2021.10

경주 양남 - 경주 감포2국도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

2007.11 ~ 2010.12

고성죽계-마산진전2 국도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009.03 ~ 2011.12

거제~마산2 국도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12.09 ~ 2020.07

송정-문동1 등 4건공사 설계감리 및 설계VE용역

2013.11 ~ 2017.05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용역

2014.12 ~ 2016.06

국가지원지방도 28호선(단산-부석사)건설공사 등 4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용역

2014.12 ~ 2015.11

금호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용역

2013.10 ~ 2017.05

도로

구조
교통
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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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용역

2011.11 ~ 2017.12

황강 율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011.11 ~ 2013.10

반변천 용상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011.01 ~ 2013.01

낙동강살리기 사업(28공구) 실시설계용역

2009.07 ~ 2011.12

낙동강살리기 사업(6,7,8공구) 실시설계용역

2009.07 ~ 2011.11

남강 용봉지구 하천개수공사 실시설계용역

2008.12 ~ 2011.04

남강 생초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016.08 ~ 2020.07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2014.03 ~ 2019.02

낙동강살리기사업 24공구(성주.칠곡지구)전면책임감리용역

2009.11 ~ 2012.07

함안천 함안지구외 1개지구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09.04 ~ 2012.12

형산강 황성지구외 1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016.10 ~ 2024.08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2014.12 ~ 2015.11

양산천 양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014.09 ~ 2021.09

남강 서촌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014.08 ~ 2017.06

고성죽계-마산진전 국도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014.04 ~ 2024.04

형산강 효자2지구 등4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2013.11 ~ 2015.06

환경

주요과업 수행실적

2012.05 ~ 2017.12

해외 수행실적

수자원

반변천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회사소개

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

행복도시~공주(2구간)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4.05 ~ 2016.12

행정도시~청주 도로확장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2007.12 ~ 2009.04

조직 및 인원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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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로

행정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건설공사(1-2구간) 전면책임감리용역

2011.09 ~ 2015.12

환경

행정도시~청주 등 3개노선 도로건설공사 환경 영향평가용역

2009.11 ~ 2011.06

8 서울지방항공청

도로

청주공항 평행유도로 건설공사(토목, 전기) 건설사업 관리용역

2016.07 ~ 2017.08

9 부산지방항공청

공항

울릉공항 건설 기본설계용역

2016.11 ~ 2017.11

2) 한국도로공사

도로

수원역환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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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이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제1공구)

2017.01 ~ 2018.07

중부선 347.6k 지월교 외 1개소 비점오염저감시설 실시설계용역

2016.05 ~ 2016.07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제4공구)광명동 토공부
교량화 설계용역

2015.09 ~ 2015.12

영동선(안산~북수원간)확장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용역

2015.05 ~ 2016.12

함양~울산(창녕~밀양간)고속도로 실시설계 보완설계 용역(2공구)

2015.04 ~ 2015.09

함양~울산(창녕~밀양간)고속도로 실시설계 보완설계 용역(3공구)

2015.04 ~ 2015.09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제1공구)

2015.03 ~ 2017.09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실시설계용역(제2공구)

2014.03 ~ 2015.12

국내 기후변화에 대비한 고속도로 설계기준 정립연구

2012.10 ~ 2013.11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12.04 ~ 2012.07

발주처별 주요 수행 PROJECT

2012.02 ~ 2014.12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2011.01 ~ 2011.11

언양~영천 고속도로 확장공사 보완설계용역(제2구간)

2011.01 ~ 2011.09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제17공구)

2010.09 ~ 2013.12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제18공구)

2010.09 ~ 2013.12

서울외곽선 125.6km 운중교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0.09 ~ 2011.12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6공구)

2009.01 ~ 2009.11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7공구)

2009.01 ~ 2009.11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제1공구)

2008.12 ~ 2010.06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간 확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제2공구)용역

2008.08 ~ 2010.12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보완설계용역(제5공구)

2008.02 ~ 2008.04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간) 확장공사 보완설계용역(제6공구)

2008.02 ~ 2008.04

광주-완도(광주-나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2015.07 ~ 2016.12

도로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및 고속국도 제1호선 동이~옥천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공사 제6~10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구조

2016.12 ~ 2022.06
2015.07 ~ 2020.12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제5~7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2015.07 ~ 2020.12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 검측감리용역(제1~5공구)

2011.11 ~ 2017.12

경부선 198.0k(서울) 외 5개소 방음벽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014.05 ~ 2014.12

2013년도 평촌ICI교 등 1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2013.06 ~ 2013.12

주요과업 수행실적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제1공구)

해외 수행실적

2012.03 ~ 2013.12

조직 및 인원

경부선 30.7km(부산) 통도사휴게소 주차장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

회사소개

2)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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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도로공사

구조

교통

조경

환경

대덕1육교 위치이동 재설계 용역

2011.07 ~ 2011.09

청계터널 등 6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2007.03 ~ 2007.12

국도2호선 확장에 따른 교차구간 재설계용역

2007.03 ~ 2007.03

새만금전주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약식) 및 일반 교통안전 진단용역

2017.03 ~ 2017.12

서창안산 고속도로 확장사업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용역

2015.01 ~ 2016.08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용역

2013.06 ~ 2014.12

금왕(평택, 제천) 휴게소 조경설계용역

2011.06 ~ 2011.11

파주~양주.포천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

2017.05 ~ 2017.11

광주-완도(광주-나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2015.07 ~ 2016.12

수도권 제2순환(파주-포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2012.07 ~ 2015.12

고속국도 제60호선 인제-양양간 건설공사 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

2011.01 ~ 2020.06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2011.01 ~ 2011.11

주문진~속초간외 1개구간 건설공사 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

2009.04 ~ 2019.12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2009.02 ~ 2010.08

하남만남휴게소 주차장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용역

2008.09 ~ 2008.10

충주-제천 고속도로(산척-청풍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2007.11 ~ 2009.06

3)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주변도로 조사설계용역

2017.04 ~ 2018.10

오산역 환승주차장 및 연결도로 조사설계용역

2017.04 ~ 2018.04

도로

별내선 4공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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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2012.10 ~ 2017.03

아산탕정(지하차도및대로2-4호선)설계용역

2009.04 ~ 2013.12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 건설사업 조사설계용역

2008.09 ~ 2014.12

국도38호선(교포IC~신대사거리) 확장 및 연결도로 조사설계용역

2008.07 ~ 2016.12

시흥시 죽율-장현-목감간 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08.06 ~ 2018.09

동패IC 완전입체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08.06 ~ 2010.07

대구연경 대2-34호선외 2개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08.04 ~ 2009.04

위례지구 복정사거리 입체화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용역

2008.01 ~ 2010.06

지방도 352호선 우회도로 외 2개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07.10 ~ 2016.03

인천청라지구 경명로 입체교차로 건설사업 조사설계용역

2007.05 ~ 2010.11

인천가정 경명로 연결도로외 3개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07.05 ~ 2008.05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 건설사업 조사설계용역

2007.04 ~ 2016.08

인천청라지구 주변도로 조사설계용역

2007.01 ~ 2016.12

평택고덕국제화지구~국도1호선(1A) 도로 및 평택고덕~국도38호선 연결도로
(광역4A) 개설공사 통합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016.08 ~ 2019.01

지방도358호선(김포~관산간)도로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2007.12 ~ 2011.11

지방도357호선(운정연결도로)건설공사2,3-1공구 시공감리용역

2007.12 ~ 2011.03

배방지구 보도육교(1호,5호)보완 설계용역

2013.05 ~ 2013.06

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 경의선 횡단 경관교량 실시설계용역

2008.09 ~ 2016.08

파주운정신도시 보행데크 등 토목시설물 실시설계용역

2008.01 ~ 2008.10

주요과업 수행실적

천안시 번영로(운동장사거리) 입체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외 수행실적

2013.03 ~ 2017.06

조직 및 인원

도로

인천검단 드림파크로 대체도로 조사설계용역

회사소개

3) 한국토지주택공사

27

발주처별 주요 수행 PROJECT

3) 한국토지주택공사
구조
지반

교통

도시

28

고양삼송지구 특수구조물 조사설계용역

2007.10 ~ 2013.03

시흥장현 345kV 신가좌-신시흥(신시흥-영서)T/L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설계용역

2016.06 ~ 2017.08

하남감일 154kV 동서울-송파, 가락T/L 송전선로 가이설공사 설계용역

2011.11 ~ 2015.10

하남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교통분야용역

2015.04 ~ 2016.02

2014~2015 행복도시 교통소통현황 모니터링 용역

2014.12 ~ 2015.03

김포한강 주변도로 건설사업(신도시~운양용화사IC) 교통안전진단용역

2014.11 ~ 2015.08

포천시 소로1-4호선 개설공사 일반교통안전진단용역

2014.01 ~ 2014.04

시흥은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용역

2013.03 ~ 2013.08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용역

2011.01 ~ 2011.07

제2자유로 종점부 접속교차로 교통처리계획수립용역

2010.05 ~ 2010.07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변경신고 용역

2010.04 ~ 2010.11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조성사업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신고 용역

2010.04 ~ 2010.07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교통분야용역

2009.12 ~ 2012.06

파주운정(통합)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 신고용역

2009.11 ~ 2009.12

서울002지구 제영향평가(검토)부문 용역

2009.04 ~ 2009.12

평택소사벌 주변도로 건설사업 제영향평가용역

2008.07 ~ 2015.03

지방도 357호선 및 358호선 지능형교통체계구축 설계용역

2008.07 ~ 2009.10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용역

2007.07 ~ 2009.12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 평가용역(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2007.03 ~ 2008.12

광주 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

2017.07 ~ 2021.07

발주처별 주요 수행 PROJECT

2017.03 ~ 2022.03

광주권 행복마을권사업 도시.건축통합기술용역

2017.03 ~ 2019.12

화성능동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사설계

2017.02 ~ 2020.08

김혜진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사설계

2017.02 ~ 2020.08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사설계용역

2016.05 ~ 2019.11

인천검단지구 내 도시시설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구조물분야)

2016.03 ~ 2018.03

광주.전남권 행복마을권사업 도시.건축통합기술용역

2016.02 ~ 2018.12

순천00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사설계

2015.07 ~ 2020.10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2015.05 ~ 2020.05

시흥은계지구 조사설계용역

2010.01 ~ 2017.11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2009.08 ~ 2017.06

주한미군시설사업 Parcel2B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1공구(턴키)

2009.08 ~ 2015.01

광주전남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2008.12 ~ 2015.12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2007.12 ~ 2015.02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도로 조사설계용역

2007.10 ~ 2017.06

시흥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2007.09 ~ 2015.03

동탄2지구 조사설계용역

2007.08 ~ 2016.11

충북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실시설계용역

2007.08 ~ 2015.11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4공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017.07 ~ 2020.07

주요과업 수행실적

광주 송정지역 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해외 수행실적

2017.07 ~ 2020.07

조직 및 인원

도시

청주지북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사설계

회사소개

3)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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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토지주택공사

조경

수자원

상하수도

환경

30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1,2,3,4,6공구) 조경(공원, 녹지 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7.05 ~ 2021.12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6.06 ~ 2017.10

광주전남 빛그린 산업단지 조경(공원,녹지)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5.11 ~ 2017.03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조경(공원·녹지 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5.08 ~ 2016.12

평택ㆍ화성권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공사 설계보완용역

2014.03 ~ 2014.04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3.08 ~ 2015.02

위례 택지개발사업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용역(LH공사)

2012.04 ~ 2015.09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2.01 ~ 2013.06

행정중심복합도시 1-1, 1-3생활권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1.07 ~ 2013.06

화성동탄(2) 친수하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6.10 ~ 2017.08

의정부00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용역

2016.06 ~ 2017.05

광주00 공급촉진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2016.01 ~ 2017.01

양산천 하천기본계획(하천구역)변경 용역

2013.04 ~ 2013.07

고양행신2지구 하천정비(성사천)기본계획 변경용역

2007.08 ~ 2008.05

인천가정 경명로 연결도로 상수도공사 실시설계용역

2014.02 ~ 2014.03

용인언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용역

2017.02 ~ 2018.08

김포고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용역

2016.10 ~ 2018.04

의정부00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2016.06 ~ 2017.05

경기16 기업형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2016.06 ~ 2017.01

광주00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016.01 ~ 2017.01

발주처별 주요 수행 PROJECT

2014.08 ~ 2017.12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011.12 ~ 2014.12

평택이충2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010.12 ~ 2011.12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영향평가용역

2009.12 ~ 2011.12

서울OO3지구 환경영향평가용역

2009.03 ~ 2010.07

양주신도시(옥정)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008.09 ~ 2019.01

증평송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008.03 ~ 2015.02

광명소하지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용역

2007.12 ~ 2008.03

용인서천 택지개발사업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007.09 ~ 2015.12

아산국가산업단지(경기포승지구)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

2007.03 ~ 2008.01

4) 한국수자원공사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대2-16호선 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08.03 ~ 2010.12

한탄강 홍수조절댐 이설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07.06 ~ 2010.03

부산 에코델타시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변경)용역

2016.01 ~ 2017.09

시화MTV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2014.09 ~ 2014.11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재심의)용역

2010.06 ~ 2012.07

부산 에코델타시티 1구간 실시설계 용역

2015.12 ~ 2017.11

부여, 나주 친수구역 실시계획 및 기본.실시설계

2014.08 ~ 2016.12

도로

교통

도시

주요과업 수행실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영향평가용역(재협의)

해외 수행실적

2014.12 ~ 2020.10

조직 및 인원

환경

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회사소개

3)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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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수자원공사

도시

조경

수자원

상하수도

환경

부산 에코델타시티 4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13.03 ~ 2017.10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제1공구 기본설계용역

2008.10 ~ 2011.12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경 1구역 실시설계 용역

2016.04 ~ 2017.10

주암(조)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010.06 ~ 2015.12

대청호 생태습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09.12 ~ 2010.08

섬진강댐 직하류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보완용역

2007.03 ~ 2007.04

시흥시 공공하수도 악취개선을 위한 시설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4.05 ~ 2015.06

2011년 광주지방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2011.03 ~ 2011.11

전북지역 공업용수 최적공급방안수립 조사용역

2008.10 ~ 2009.12

시화MTV 광역교통 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용역

2014.09 ~ 2014.12

보현산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용역

2010.09 ~ 2015.03

시화지구 북측연결도로 건설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

2009.05 ~ 2010.01

5)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

국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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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 변경용역

2015.12 ~ 2016.06

신안산선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변경용역

2014.09 ~ 2015.12

중부 내륙선 이천~문경 철도건설 제7공구 노반기본설계용역

2013.12 ~ 2015.03

경전선 순천~남평간 재해예방시설(옹벽)실시설계

2013.10 ~ 2013.12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정정)

2013.09 ~ 2014.07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 제2공구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2.03 ~ 2014.09

울산 장현도시

발주처별 주요 수행 PROJECT

2011.05 ~ 2012.12

이천~충주 철도건설 제4공구 노반 실시설계용역

2011.03 ~ 2014.07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2011.03 ~ 2013.02

울산신항 인입철도건설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1.03 ~ 2012.12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3공구 노반 실시설계

2010.08 ~ 2014.03

중앙선 복선전철(서원주~남원주) 노반 보완설계용역

2010.05 ~ 2011.02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3공구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0.04 ~ 2015.04

김포 한강 메트로 건설공사 기본조사용역

2010.02 ~ 2013.06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1공구 노반 실시설계

2009.04 ~ 2010.10

호남고속철도 제6공구 노반 실시설계용역

2008.11 ~ 2009.11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2공구(송정~입실) 노반실시설계

2007.09 ~ 2009.05

경부고속철도(4개소)및 일반철도(7개소) 방음벽설치 실시설계

2007.07 ~ 2007.09

경부선 남성현~청도간 362km519~362km950부근외 6개소 방음벽 실시설계

2007.05 ~ 2007.06

경부선 심천~영동간 심천천(하) 판형교 유도상화 공사 실시설계

2007.03 ~ 2007.03

경부고속철도 김천구미역외 1개소 노반 실시설계감리

2007.01 ~ 2007.12

광역철도 승강장안전문 제조설치 제1구역(서울역외 37개역)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공사 제4,5공구 노반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제1공구 노반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제3,4공구 노반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인천공항

주요과업 수행실적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해외 수행실적

2012.02 ~ 2014.03

2016.09 ~ 2018.07
2016.08 ~ 2021.03
2016.07 ~ 2021.08
2015.11 ~ 2019.12

조직 및 인원

철도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2공구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회사소개

5)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원 군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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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철도시설공단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제3,4공구 노반분야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 3,4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6,7공구 노반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철도

34

2015.07 ~ 2020.01
2015.05 ~ 2019.09
2014.12 ~ 2019.01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노반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14.06 ~ 2018.07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3-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13.07 ~ 2018.03

경부선 안양천교외 1개소 교량개량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13.07 ~ 2016.12

익산~대야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13.05 ~ 2017.12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0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12.06 ~ 2018.03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2011.10 ~ 2017.12

소사~원시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제3,4공구 노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11.07 ~ 2018.04

수도권고속철도 노반6-2, 7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2011.07 ~ 2016.12

대구선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10.12 ~ 2018.01

호남고속철도 노반 2-2,2-3,2-4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2009.11 ~ 2014.10

호남고속철도 노반 4-1,4-2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2009.10 ~ 2016.06

호남선 김제~신태인간 금구천교량(상, 하) 개량공사(노반, 궤도)
전면책임감리용역

2009.08 ~ 2013.06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09.06 ~ 2019.03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5,6,8공구 노반 건설공사 검측 및 자문감리용역(재공고)

2009.06 ~ 2016.11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 제1,2공구 노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09.05 ~ 2017.03

경부고속철도 제6-4A, 6-4B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08.12 ~ 2015.07

경부고속철도 제10-1, 10-2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08.12 ~ 2014.04

발주처별 주요 수행 PROJECT

환경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08.03 ~ 2015.04

경부고속철도 10-3A, 10-3B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07.08 ~ 2019.12

태백선 제천~쌍용간 복선전철 노반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06.07 ~ 2014.07

경전선 복선전철 및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 제2-1,2-2공구
(한림정~장유)간 노반신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05.06 ~ 2011.03

수인선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1,2공구)전면책임감리용역

2005.04 ~ 2017.12

보성~임성리 제7공구(영암~임성리)철도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04.12 ~ 2018.04

인천공항철도 영종역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보완)

2014.04 ~ 2014.08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역 신설 및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2012.12 ~ 2013.05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교통영향평가ㆍ개선대책수립용역

2011.10 ~ 2012.12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사후평가

2016.12 ~ 2017.10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안동~영천구간) 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

2016.04 ~ 2023.05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환경영향평가(매원~삼척구간 재협의)

2013.11 ~ 2014.12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2013.11 ~ 2014.08

호남고속철도(논산-김제) 건설사업 사후환경조사

2009.12 ~ 2018.03

경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 환경영향조사

2008.05 ~ 2012.06

주요과업 수행실적

교통

2008.04 ~ 2009.12

해외 수행실적

철도

고양차량기지 중정비시설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회사소개

5) 한국철도시설공단

구조

인천복합 1호기 HRSG옥내화에 따른 구조물 기본 및
상세설계용역

한국전력기술㈜

2016.06 ~ 2019.12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 건설 대비관로 안전성검토 용역(1공구)

한국전력공사

2015.06 ~ 2017.05

조직 및 인원

6)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화성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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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구조

지반

도시

345kV 서안성S/S M.Tr 수송로 보강공사 설계기술용역

한국전력공사

2015.01 ~ 2015.07

흥덕S/S 배전전력구 설계용역

한국전력공사 경기사업본부

2014.10 ~ 2017.05

평촌S/S 배전전력구 설계용역

한국전력공사 경기사업본부

2014.10 ~ 2014.11

장안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설계변경 실시설계용역

한국전력공사

2013.03 ~ 2014.01

일산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고양분기) 설계용역

한국전력공사 서울전력관리처

2013.02 ~ 2015.12

의창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의창S/S 인출)설계용역

한국전력공사

2012.11 ~ 2012.12

명례 S/S 배전인출 전력구공사 및 토목공사 설계 용역

한국전력공사

2012.06 ~ 2013.03

345kV신파주분기T/L인출정비철탑특수기초 설계용역

한국전력공사 서울전력관리처

2012.04 ~ 2013.07

345kV 창원분기T/L외 1건 철탑기초 설계기술용역

한국전력공사

2012.01 ~ 2013.05

345kV 영광N/P 한류리액터 설치 토건공사 실시설계용역

한국전력공사

2011.08 ~ 2011.10

345kV 신포천변전소 기기기초 설계기술용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건설처

2010.11 ~ 2016.08

154㎸ 북동T/L 1Ⅱ분기 지중송전선로 직매구간 토목공사 설계용역

한국전력공사

2010.09 ~ 2010.11

154kV 문발 등 2개T/L 지장철탑기초 설계기술용역

한국전력공사 서울전력관리처

2010.06 ~ 2010.10

154KV 구미-고아T/L 지장송전선로 이설 기초실시설계 및
지반조사용역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2010.01 ~ 2010.02

154kV 가수원T/L일부 지중화 전력구공사 설계용역

한국전력공사

2009.12 ~ 2010.04

신울진1,2 및 3,4호기 직원사택부지 도시관리계획 용역

한국수력원자력㈜

2009.10 ~ 2010.06

765kV 신중부변전소 및 송전선로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한국전력공사

2009.09 ~ 2010.06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한국전력공사

2008.12 ~ 2009.01

진안-장수T/L No.29,48,49 철탑위치변경 설계용역

한국전력공사

2008.10 ~ 2009.11

덕소마석등 2개T/L 안전이격거리 확보공사 설계측량용역

한국전력공사

2008.09 ~ 2013.10

환경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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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광교A4블럭 인근 송전철탑이설 경과지 설계용역

한국전력공사 경기사업본부

2008.08 ~ 2008.09

345kV 인천화력 T/L No. 20~22호 지장철탑 이설공사
경과지설계및 철탑 안전도 검토용역

한국전력공사

2008.06 ~ 2011.09

154kV화발T/L No.16 지장철탑이설 경과지 설계용역

한국전력공사 수원전력관리처

2008.04 ~ 2008.04

154kV 신울산-옥동 등 6개T/L 지적측량 및 종단측량 용역

한국전력공사

2007.12 ~ 2008.01

154kV 신온산-울산 T/P T/L 계통정비 건설사업 경과지 설계용역

한국전력공사

2007.11 ~ 2008.02

154kV 서소T/L 안전이격확보공사 경과지 설계용역

한국전력공사

2007.01 ~ 2007.04

154KV 북안산 S/S 부지현황 측량용역

한국전력공사 수원전력관리처

2012.06 ~ 2015.09

154kV 남면-백석 송전선로 경과지 설계용역

한국전력공사 서울전력관리처

2008.03 ~ 2008.12

부산항 부두순환도로(2공구 종점부) 노선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07.01 ~ 2007.12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조성사업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용역

2015.11 ~ 2016.11

목포신항 배후단지 조성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용역

2015.07 ~ 2016.03

북신항 3선석 개발계획 구체화 및 타당성 연구용역

2017.05 ~ 2017.12

2017 목포남항 및 흑산도항 항만시설 내진보강 실시설계용역

2017.05 ~ 2017.12

군장항 부두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016.05 ~ 2017.04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 준설토 투기장복토 공사실시설계 용역

2015.04 ~ 2016.02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5.03 ~ 2016.12

교통

항만

주요과업 수행실적

2014.03 ~ 2015.06

해외 수행실적

남청라 및 남청라IC 연결도로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로

조직 및 인원

7) 해양수산부

회사소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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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양수산부

항만

여수엑스포 마리나항만 기반시설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014.12 ~ 2016.02

위미항ㆍ물건항 다기능어항(피셔리나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014.10 ~ 2015.12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조성사업 기초 및 타당성조사용역

2013.06 ~ 2014.04

군산항 방진벽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011.04 ~ 2011.09

포항 신항 제4부두 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17.04 ~ 2019.11

경북 울진군 산포지구 연안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016.12 ~ 2020.11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2공구)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16.05 ~ 2020.03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복합지원시설 부지조성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2016.04 ~ 2019.05

양양 남애해수욕장 및 광진리마을 연안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014.12 ~ 2019.03

읍천항 정비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14.02 ~ 2017.12

부산신항 북컨테이너부두 임항철도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08.02 ~ 2010.09

포항 영일만항 배후도로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07.01 ~ 2009.12

8) 기타 공사

도로

38

인천국제공항 T1 진입경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인천국제공항공사

2012.12 ~ 2014.04

인천국제공항 3단계 Airside시설 실시설계용역

인천국제공항공사

2012.05 ~ 2015.12

09-용역-59 산지전용허가용역

국방부

2009.10 ~ 2009.12

장지교삼거리 입체화시설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서울주택도시공사

2012.02 ~ 2017.05

동백~마성간 도로(중1-45호) 및 동천~신봉간
도로(수지 소1-69호) 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용인도시공사

2007.07 ~ 2012.10

발주처별 주요 수행 PROJECT

T2전면지역 토목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인천국제공항공사

2014.03 ~ 2017.11

양남면소재지 정비사업 인도교량 세부설계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2013.10 ~ 2014.10

구조

특수교 통합위탁관리(1,2,3단계)용역

한국시설안전공단

2009.01 ~ 2011.07

고가교 2,4호선(4개구간) 내진보강 및 방음벽 교체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서울메트로

2013.09 ~ 2016.12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5공구 세부설계 용역

한국농어촌공사기술안전품질원

2012.11 ~ 2013.11

보문호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설계사업

경상북도관광공사

2012.11 ~ 2013.01

제2매립장 매립작업 및 부대공사(7단) 실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지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11.07 ~ 2011.09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1단계) 조성공사
실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11.05 ~ 2011.07

주문진 제2농공단지 지질조사용역

한국농어촌공사

2010.12 ~ 2011.05

광교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변경)용역

경기도시공사

2014.10 ~ 2015.12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변경) 수립용역

용인도시공사

2013.11 ~ 2015.09

평택 진위 제2일반산업단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용역

평택도시공사

2012.01 ~ 2014.04

광주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용역

교통

한국자산관리공사

2011.12 ~ 2012.03

00일반산업단지 제영향평가용역

용인도시공사

2011.02 ~ 2012.07

강일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 심의 용역

서울주택도시공사

2009.10 ~ 2010.04

강일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2008.12 ~ 2009.06

판교 열병합발전소 교통영향평가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

2008.04 ~ 2008.11

지하철2호선 강북구간 고가. 교량 내진보강 및
방음벽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철도

서울메트로

2011.06 ~ 2012.12

지하철역사(서울역, 교대역) 혼잡도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서울메트로

2009.09 ~ 2011.12

주요과업 수행실적

2015.08 ~ 2016.02

해외 수행실적

한국공항공사

조직 및 인원

제주국제공항 airside 인프라 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항

회사소개

8) 기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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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공사

철도

도시

40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1단계)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서울메트로

2008.06 ~ 2009.04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3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부산교통공사

2009.04 ~ 2016.12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신규시설(모노레일) 설치사업 설계용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16.12 ~ 2017.06

연천BIX(은통산업단지) 조사설계

경기도시공사

2016.10 ~ 2019.10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설계

충북개발공사

2016.01 ~ 2017.09

서울A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

서울주택도시공사

2015.12 ~ 2018.12

서울추모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등의 용역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2014.12 ~ 2017.12

강동 일반산업단지(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사설계용역

서울주택도시공사

2014.11 ~ 2016.11

농진청 등 종전부동산 6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 설계용역

한국농어촌공사

2014.07 ~ 2017.12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

경기도시공사

2012.11 ~ 2017.06

마둔2-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세부설계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2012.08 ~ 2012.10

하남시 GB훼손지 복구계획 수립용역

하남도시공사

2011.07 ~ 2016.02

영종~강화간 연결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2009.06 ~ 2012.02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경기도시공사

2009.03 ~ 2016.07

00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국방시설본부

2008.06 ~ 2009.02

자유무역지역(2단계) 단지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인천국제공항공사

2008.05 ~ 2009.10

평택 진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평택도시공사

2015.03 ~ 2018.04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1지구)

전남개발공사

2014.06 ~ 2018.03

국제산업물류도시(1-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부산도시공사

2013.12 ~ 2018.01

온산국가산업단지 강양.우봉1지구 조성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2012.12 ~ 2017.07

발주처별 주요 수행 PROJECT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2008.08 ~ 2011.06

오남호수(저수지) 공원화사업(3단계) 세부설계용역

한국농어촌공사

2015.05 ~ 2015.06

조경

위례 택지개발사업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용역(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2012.04 ~ 2017.09

여주 신륵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경기관광공사

2008.01 ~ 2008.12

점동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세부설계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2016.07 ~ 2017.05

두호, 압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측량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2016.05 ~ 2016.06

상주1지구 하천수활용 농촌용수 공급사업 기본계획 용역

한국농어촌공사기술안전품질원

2015.11 ~ 2015.12

왕승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세부설계용역

한국농어촌공사

2014.06 ~ 2015.11

장안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한국농어촌공사

2014.05 ~ 2014.12

금강2지구 경지재정리사업 광교3공구 세부설계용역

한국농어촌공사

2014.04 ~ 2014.06

새만금 농업용지 4공구 조성공사 세부설계용역

한국농어촌공사

2013.12 ~ 2017.09

수자원

하천수활용 농천용수공급사업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한국농어촌공사기술안전품질원

2013.11 ~ 2013.12

상태동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세부설계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2013.08 ~ 2014.05

봉암저수지 외 32개소 긴급점검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2013.07 ~ 2013.08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조사설계용역(충남지역)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2010.06 ~ 2010.10

상신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재해대비 보강) 세부설계

한국농어촌공사

2009.08 ~ 2009.09

노진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2009.07 ~ 2011.12

중등포지구배수개선기본조사용역

한국농어촌공사

2009.03 ~ 2011.12

백연지구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사업 설계용역

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

2009.02 ~ 2009.03

주요과업 수행실적

2008.12 ~ 2014.05

해외 수행실적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조직 및 인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도시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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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공사
선유지구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사업 설계용역

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

2009.02 ~ 2009.03

반월1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한국농촌공사 화성.수원지사

2008.12 ~ 2009.01

김포시 00지구 사전환경성등 검토용역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2008.06 ~ 2008.12

남원상록골프장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8.05 ~ 2009.06

농촌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수원공) 세부설계 용역

한국농촌공사 경기도본부

2008.04 ~ 2008.07

율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수원공) 세부설계

한국농촌공사 경기도본부

2008.04 ~ 2008.07

송라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용역

한국농촌공사 경기도본부

2007.10 ~ 2007.12

내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세부설계용역

한국농촌공사 경기도본부

2007.10 ~ 2007.11

천안신월지구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용역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2007.03 ~ 2008.01

왕송 등 6개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세부설계

한국농촌공사 화성.수원지사

2007.02 ~ 2007.03

한국환경공단

2016.12 ~ 2020.11

한국환경공단

2016.12 ~ 2017.05

한국환경공단

2016.08 ~ 2019.12

한국환경공단

2016.06 ~ 2019.11

한국환경공단

2016.05 ~ 2019.11

한국환경공단

2015.06 ~ 2017.01

한국환경공단

2015.05 ~ 2019.01

한국환경공단

2015.05 ~ 2019.01

군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경남개발공사

2016.12 ~ 2018.06

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

서울주택도시공사

2015.06 ~ 2021.08

수자원

2017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함안군)
2017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기본계획 포함) 하동군
창원시 진해구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울진군 북면 등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상하수도
2016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김해시)
파주시 적성(가월 주월)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15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밀양시)
2015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밀양시)

환경

광양항 서측인입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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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부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국방시설본부

2014.12 ~ 2016.11

지역현안2지구 접근도로 개설공사 전략 환경영향평가용역

하남도시공사

2014.02 ~ 2015.05

왕송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2012.06 ~ 2012.09

수기사 BTL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국방부

2010.12 ~ 2011.12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제영향평가용역

한국관광공사

2010.09 ~ 2013.12

드림파크 골프장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10.08 ~ 2013.03

00지역 관사사업부지 사전환경성 검토

국방부

2009.09 ~ 2010.12

서울C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영향평가 용역

서울주택도시공사

2009.08 ~ 2016.01

0000지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국방시설본부

2008.01 ~ 2011.11

08-도서-부두시설보강 설계용역

국방부

2008.11 ~ 2009.02

광양항 공컨테이너 장치장조성 실시설계용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008.04 ~ 2008.07

울산 코마스솔라 태양광발전사업(300kW)

울산코마스텍

2017.01 ~ 2017.07

대한예수교자로회늘푸른진건교회 태양광발전사업(30kW)

에너지관리공단

2016.04 ~ 2016.06

2016년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에너지관리공단

2016.03 ~ 2016.06

2016년 연료전지 주택지원사업

에너지관리공단

2016.02 ~ 2017.02

2016년 지열 주택지원사업

에너지관리공단

2016.02 ~ 2016.11

2015년 지열 주택지원사업

에너지관리공단

2015.04 ~ 2015.12

가락제일주유소 태양광발전사업(12kW)

에너지관리공단

2015.04 ~ 2015.11

2015년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에너지관리공단

2015.04 ~ 2015.10

항만

시공

주요과업 수행실적

2015.03 ~ 2015.07

해외 수행실적

하남도시공사

조직 및 인원

환경

지역현안2지구 훼손지복구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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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남단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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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공사

시공

구미강동병원 연료전지 설치사업(30kW)

에너지관리공단

2015.04 ~ 2015.08

세종공업㈜ 연료전지 설치사업(5kW)

에너지관리공단

2015.04 ~ 2015.08

현대비앤지스틸㈜ 연료전지 설치사업(5kW)

에너지관리공단

2015.04 ~ 2015.08

평화오일씰공업㈜ 연료전지설치사업(5kW)

에너지관리공단

2015.04 ~ 2015.08

2015년 연료전지 주택지원사업

에너지관리공단

2015.04 ~ 2015.06

재단법인지구촌미니스트리네트워크 태양광발전사업 (14kW)

에너지관리공단

2015.03 ~ 2015.07

도곡리실내,야외낚시터 태양광발전사업 (12kW)

에너지관리공단

2015.02 ~ 2015.08

2014년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에너지관리공단

2014.04 ~ 2014.12

2014년 지열 주택지원사업

에너지관리공단

2014.03 ~ 2015.02

지열 냉난방시스템 설치사업

에너지관리공단

2013.04 ~ 2014.01

폐열 회수보일러 설치ESCO사업

㈜가온전선

2013.04 ~ 2014.01

광주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ㆍ정비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17.06 ~ 2018.06

내남~외동간 외 1개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경상북도

2017.06 ~ 2018.06

용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17.05 ~ 2019.05

도로건설 관리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경기도

2017.05 ~ 2018.05

청양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충청남도

2017.02 ~ 2018.02

구리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16.11 ~ 2017.07

구미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용역

경상북도

2016.10 ~ 2017.10

9) 지방자치단체

도로

가온전선 폐열회수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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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ㆍ천호대교 남단 IC 연결체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서울특별시

2016.06 ~ 2017.10

홍성군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충청남도

2016.06 ~ 2017.06

호계~강동간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울산광역시

2016.06 ~ 2017.06

사당로 (구)범진여객-솔밭로입구 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서울특별시

2016.05 ~ 2017.09

밤고개로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서울특별시

2016.05 ~ 2017.05

전라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전라남도

2016.04 ~ 2017.12

울산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삼일교~장현교차로)
개설 실시설계용역

울산광역시

2016.04 ~ 2017.01

완주군 도로기본ㆍ정비(건설.관리) 계획(변경) 수립용역

전라북도

2015.12 ~ 2016.12

동천제방 겸용도로(우안제-약사천구간) 개설 실시설계용역

울산광역시

2015.11 ~ 2016.12

도로건설 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충청남도

2015.11 ~ 2016.11

율리~삼동간(상작,작동구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울산광역시

2015.07 ~ 2016.06

전라북도

2015.06 ~ 2016.07

서울특별시

2015.06 ~ 2015.09

국지도60호선(칠북~북면) 건설공사 실시설계(보완)용역

경상남도

2015.05 ~ 2017.05

백석~내양간 도로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5.05 ~ 2017.02

대강-금지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타당성평가용역

전라북도

2015.04 ~ 2015.09

지방도456호선 월정3거리~차항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강원도

2015.02 ~ 2016.02

세류동 옛수인선 연결 보행육교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보행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5.02 ~ 2015.12

덕천동~아시아드 주 경기장간(만덕3터널) 도로실시설계 용역

부산광역시

2014.12 ~ 2015.12

고창 역사문화 관광지 연계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1단계)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주요과업 수행실적

2016.09 ~ 2017.09

해외 수행실적

충청남도

조직 및 인원

도로

예산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수립용역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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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부산광역시

2014.05 ~ 2015.12

명학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세종특별자치시

2014.03 ~ 2015.12

진부역 진입도로공사(호명 ~유천) 실시설계용역

강원도

2014.03 ~ 2015.05

군도9호선(마석~송천) 도로개설공사 타당성조사용역

경기도

2013.12 ~ 2014.03

초지대교~인천간 도로 건설공사 재설계용역

경기도

2013.04 ~ 2015.04

오천 문덕 도시계획도로(대2-6외 1)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경상북도

2013.04 ~ 2014.06

시흥 군자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2.07 ~ 2016.10

강변로(첨성로~나정교) 개설공사 기본설계용역

경상북도

2012.07 ~ 2013.01

산업로(청백교~용암) 확장공사 보완설계용역

울산광역시

2012.07 ~ 2012.11

율리~삼동간(율리구간) 도로개설공사 보완설계용역

울산광역시

2012.07 ~ 2012.09

아산 제2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충청남도

2012.06 ~ 2013.12

청풍호반(팔송~미당간) 연계순환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충청북도

2012.05 ~ 2013.02

서하교, 지월교 비점오염저감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2.02 ~ 2012.03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정릉길, 연희로) 설치 실시설계

서울특별시

2011.08 ~ 2013.09

초정~율리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충청북도

2011.06 ~ 2013.07

전주 혈맥잇기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전라북도

2011.06 ~ 2012.09

세성리~재오개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충청북도

2011.05 ~ 2012.04

경마공원~청통와촌IC 연결도로 외 2개소 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상북도

2010.07 ~ 2013.01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인천광역시

2010.04 ~ 2016.03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9호(역북~삼가)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0.03 ~ 2011.09

도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질복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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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대구광역시

2010.02 ~ 2010.11

순성~당진간 지방도 2차로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충청남도

2010.01 ~ 2010.11

강변북로 지하화(원효대교~한강대교) 기본설계

서울특별시

2009.11 ~ 2012.02

여주 도시계획도로(대로2류2호 외1)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9.10 ~ 2010.04

월계로~창동길간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서울특별시

2009.06 ~ 2010.04

초지대교~인천(2-2공구)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재설계)용역

인천광역시

2009.06 ~ 2009.11

강서 첨단산업 물류도시 연결도로망 기본계획용역

부산광역시

2009.04 ~ 2010.09

대구 테크노폴리스진입도로 2구간 실시설계용역

대구광역시

2009.04 ~ 2010.07

중로3-62호선(성사동 196-5~142-1번지)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9.04 ~ 2010.03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서울특별시

2009.03 ~ 2018.12

중부신도시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충청북도

2008.11 ~ 2009.11

회수~혁신도시간 연계도로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제주특별자치도

2008.11 ~ 2009.09

당현-종덕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8.11 ~ 2009.02

대로1-5호선(한의대~역사공원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경상북도

2008.10 ~ 2010.05

북항대교~대연고가교간 고가지하차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지하차도 기본설계)용역

부산광역시

2008.10 ~ 2009.11

양재대로 지하차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서울특별시

2008.09 ~ 2011.02

해남 화원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전라남도

2008.08 ~ 2010.01

매포하시~평동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충청북도

2008.08 ~ 2009.12

백암~석정간 지방도 4차로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충청남도

2008.08 ~ 2009.12

주요과업 수행실적

2010.03 ~ 2011.05

해외 수행실적

충청남도

조직 및 인원

도로

송산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회사소개

9) 지방자치단체

47

발주처별 주요 수행 PROJECT

9) 지방자치단체

도로

48

화전-마룡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설계용역

경기도

2008.02 ~ 2010.01

양산동 도시계획도로(소로2-234호선외 2개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8.02 ~ 2009.07

대신 도시계획도로 중류2류1호(보통리)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8.02 ~ 2008.08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주특별자치도

2008.01 ~ 2010.02

마곡~시암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7.12 ~ 2009.05

본백-월평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경상남도

2007.10 ~ 2008.04

숭오~오평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경상북도

2007.09 ~ 2007.10

서천 봉서사 진입로 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충청남도

2007.07 ~ 2007.11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진입로 및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보완실시설계

대구광역시

2007.02 ~ 2007.06

단산~부석사간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상북도

2017.01 ~ 2023.12

천왕~광명간(금오로) 도로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경기도

2017.01 ~ 2020.02

율리~삼동간(상작, 하작구간) 도로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울산광역시

2016.11 ~ 2020.01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1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서울특별시

2016.10 ~ 2020.06

신평~가양간 및 국도43호선~영북고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경기도

2016.05 ~ 2018.10

시도69호선 도로확포장공사(2구간)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경기도

2016.04 ~ 2019.03

중군~진상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전라남도

2016.03 ~ 2021.08

강변서로(신천교~동광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2개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경기도

2015.11 ~ 2017.11

울릉도 일주도로2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상북도

2015.10 ~ 2020.09

충화~구룡간 지방도 2차로 확ㆍ포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충청남도

2015.03 ~ 2019.03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서울특별시

2014.05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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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408호선 자은~도관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강원도

2014.04 ~ 2019.03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경상남도

2013.12 ~ 2017.09

산업로(청백교~용암) 확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울산광역시

2013.11 ~ 2016.12

소하동~가학동(가학광산)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2차)
책임감리용역

경기도

2013.11 ~ 2015.01

안동대교~시외버스터미널간(대로1-12) 도로확장공사
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

경상북도

2013.09 ~ 2017.09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측)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부산광역시

2013.06 ~ 2020.02

시도69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경기도

2013.03 ~ 2017.07

잠실길 지하차도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서울특별시

2012.10 ~ 2014.07

오천~장기간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 1,2공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경상북도

2012.09 ~ 2018.09

지방도463호선 화지~고석정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강원도

2012.02 ~ 2019.12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인천광역시

2012.01 ~ 2015.02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경상북도

2011.09 ~ 2018.11

신천좌안도로(상동교~파동IC)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대구광역시

2011.08 ~ 2014.06

천호대로(광나루역)확장공사외 1개소 전면책임감리용역

서울특별시

2010.10 ~ 2018.01

안중~신왕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경기도

2010.06 ~ 2016.11

분천~안녕간, 삼계~구문천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

경기도

2010.05 ~ 2016.08

나주역~빛가람도시간 도로개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전라남도

2010.05 ~ 2013.11

상리~용진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책임감리용역

충청북도

2010.02 ~ 2014.02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서울특별시

2010.01 ~ 2021.04

주요과업 수행실적

2014.04 ~ 2020.05

해외 수행실적

경기도

조직 및 인원

도로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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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곡~용전간 도로확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광주광역시

2009.12 ~ 2015.12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제주특별자치도

2009.05 ~ 2015.01

천왕~금이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경기도

2009.03 ~ 2011.10

제2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

대구광역시

2009.03 ~ 2011.06

중앙로~가좌지구 연계 도로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경기도

2009.02 ~ 2011.12

제2다운초~구영간(제2다운초-척과교) 도로개설공사 시공감리용역

울산광역시

2009.02 ~ 2010.05

유산-매곡 및 안평-송갈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전면책임 통합감리용역

경기도

2008.12 ~ 2012.07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휴암~오동)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충청북도

2008.10 ~ 2016.09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2,3공구) 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

인천광역시

2008.03 ~ 2014.05

조리~법원간 도로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경기도

2008.01 ~ 2018.01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서울특별시

2008.01 ~ 2014.10

문산~금산교간 및 진례~주촌간 4차로 확ㆍ포장 통합책임감리용역

경상남도

2007.09 ~ 2018.03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사업(첨단과기단지진입도로)
전면책임감리용역(6차)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1-3-4구간)
전면책임감리용역

제주특별자치도

2007.07 ~ 2012.09

인천광역시

2007.03 ~ 2011.12

광주 군 공항 이전 적정지역 조사ㆍ분석 용역

광주광역시

2016.11 ~ 2017.11

수원 군 공항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14.06 ~ 2016.11

두곡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경상남도

2016.10 ~ 2016.12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서울특별시

2016.07 ~ 2017.06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판교원마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5.12 ~ 2016.12

서도 연도교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인천광역시

2015.07 ~ 2016.06

도로

공항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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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양우체국 앞 지하보도 정밀안전점검 및 실시설계

경기도

2012.11 ~ 2013.05

광명대교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경기도

2011.07 ~ 2012.12

장안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경기도

2011.07 ~ 2011.11

광주시 곤지암천(부항제) 교량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0.11 ~ 2010.12

한강지천횡단교량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서울특별시

2009.12 ~ 2010.06

신설해안대로(시화MTV ~ 매송 IC 연결로) 교통량 분석용역

경기도

2009.12 ~ 2010.02

광동교(상) 정밀안전진단 용역

경기도

2008.03 ~ 2008.07

동산육교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경기도

2007.12 ~ 2008.02

호계1동 국민은행앞 육교 등 6개소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7.10 ~ 2008.02

평촌지하차도 위 육교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7.09 ~ 2007.11

성심고가교외 2개소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7.05 ~ 2007.07

성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경상남도

2017.04 ~ 2017.06

전도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경상남도

2017.03 ~ 2017.05

이마트-강변도로간(대로3-5) 도로개설공사 비탈면현황도
작성 및 안정성 검토용역

경상북도

2014.09 ~ 2014.11

서울특별시

2012.07 ~ 2012.08

창원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등 교통관련 법정계획수립 용역

경상남도

2017.05 ~ 2018.03

성남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경기도

2016.12 ~ 2018.03

수원시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경기도

2016.12 ~ 2017.10

강일 테니스장 조성공사 설계용역

교통

주요과업 수행실적

2012.12 ~ 2015.01

해외 수행실적

지반

경기도

조직 및 인원

구조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회사소개

9) 지방자치단체

51

발주처별 주요 수행 PROJECT

9) 지방자치단체
내성~서면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실시설계 용역

부산광역시

2016.12 ~ 2017.08

김포시 보행교통 개선계획 및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16.10 ~ 2017.08

의왕시 교통 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16.09 ~ 2017.09

김포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경기도

2016.08 ~ 2017.08

수산~명례간 도로확포장공사 교통안전진단 용역

경상남도

2016.08 ~ 2016.11

부천시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16.07 ~ 2017.07

성남시 교통기본계획(교통안전, 교통약자) 수립용역

경기도

2016.06 ~ 2017.08

율전~단산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외 1개소 교통안전진단용역

경상남도

2016.06 ~ 2016.09

고양형 대중교통체계 개편 연구용역

경기도

2016.05 ~ 2017.11

평택시 자전거 이용시설(재)정비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16.04 ~ 2017.02

제3차 광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15.10 ~ 2017.06

천안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

충청남도

2015.08 ~ 2016.08

수원시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15.07 ~ 2016.09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15.03 ~ 2016.01

월곡배수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도로교통 안전진단용역

경기도

2015.01 ~ 2015.03

용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14.11 ~ 2015.08

광주TG교차로 교통운영체계 개선 타당성검토 용역

경기도

2014.06 ~ 2014.09

거제 동서간연결도로 건설 교통안전진단용역

경상남도

2014.05 ~ 2014.08

신곡사거리 교통체증 해소방안 수립용역

경기도

2013.09 ~ 2013.11

남양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13.06 ~ 2015.01

교통

황해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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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ㆍ진건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3.05 ~ 2014.02

일죽~대포(1공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교통안전진단 용역

경기도

2013.05 ~ 2013.10

화성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12.04 ~ 2013.02

수원역 환승센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12.04 ~ 2012.11

용인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12.02 ~ 2012.08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 외 1개소 일반도로 교통안전 진단용역

전라북도

2012.02 ~ 2012.05

화성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마을버스 운송평가 관리시스템 구축 포함)

경기도

2011.12 ~ 2012.12

대전광역시 대중교통기본계획과 BRT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대전광역시

2011.08 ~ 2012.12

전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전라북도

2011.05 ~ 2012.12

광주시 교통기본계획(대중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수립용역

경기도

2011.05 ~ 2012.06

고양시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11.04 ~ 2012.12

양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등 법정관련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11.04 ~ 2012.10

이천시 시내버스노선체계 개편 및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용역

경기도

2011.02 ~ 2011.12

2010년 고가차도 철거 및 교통개선공사 실시설계

서울특별시

2010.03 ~ 2011.09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수립구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용역

서울특별시

2009.08 ~ 2010.04

안산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재정비) 수립용역

경기도

2009.07 ~ 2010.03

적성-두일간 도로확포장공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용역

경기도

2009.05 ~ 2009.11

평택시 버스노선 체계개편 및 대중교통시설 타당성조사ㆍ기본구상 연구용역

경기도

2009.04 ~ 2010.07

SK청솔노인복지회관 조성사업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용역

경기도

2009.02 ~ 2009.03

주요과업 수행실적

2016.12 ~ 2017.08

해외 수행실적

경기도

조직 및 인원

교통

2020. 3단계 정비예정구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용역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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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자치단체

교통

철도

도시

54

의정부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2007.09 ~ 2009.02

시흥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영향평가용역

경기도

2007.07 ~ 2013.06

시흥시 정왕권 종합교통대책 수립 및 교통신호 최적화구축용역

경기도

2007.06 ~ 2008.05

죽전역 서편 출입구 공사 실시설계용역

대구광역시

2016.05 ~ 2017.01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서울특별시

2015.09 ~ 2017.05

8호선 연장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경기도

2014.12 ~ 2015.08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기본설계(노반) 용역

경기도

2012.05 ~ 2013.04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사업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구광역시

2017.05 ~ 2018.03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서울특별시

2015.09 ~ 2016.10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경기도

2015.08 ~ 2020.05

서울특별시

2015.03 ~ 2019.04

서울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3공구)

서울특별시

2011.11 ~ 2021.09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서편(대곡~설화) 연장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대구광역시

2010.04 ~ 2016.08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서울특별시

2009.11 ~ 2018.12

서울시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3공구)

서울특별시

2008.12 ~ 2017.09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연장705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인천광역시

2005.05 ~ 2013.01

지하철 9호선 실시설계 감리 및 전면책임감리용역(감리9-1공구)

서울특별시

1997.12 ~ 2010.02

양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경상남도

2017.05 ~ 2018.11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유형별 세부실행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용역

서울특별시

2017.05 ~ 2018.05

2020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경기도

2017.05 ~ 2017.11

발주처별 주요 수행 PROJECT

성남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지구지정용역

경기도

2016.04 ~ 2017.04

광명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용역

경기도

2015.11 ~ 2017.11

도시관리계획(재정비,개발진흥지구정비) 결정(변경)용역

경상남도

2015.07 ~ 2017.03

성남 00공공주택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15.06 ~ 2017.09

이천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 및 202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경기도

2015.05 ~ 2017.05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용역

서울특별시

2014.12 ~ 2015.12

원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강원도

2014.11 ~ 2015.11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인천광역시

2014.09 ~ 2015.12

평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재정비 용역
사능역 등 2개소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경상남도

2014.02 ~ 2015.12

서울특별시

2013.05 ~ 2015.12

경기도

2013.05 ~ 2014.06

송도11공구 실시계획 수립용역

인천광역시

2013.04 ~ 2016.07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재정비 용역

경상남도

2012.02 ~ 2015.12

용인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1.12 ~ 2012.10

백운호수 수변무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11.11 ~ 2012.04

단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충청북도

2011.08 ~ 2013.0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용역

경기도

2011.03 ~ 2013.10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경기도

2010.06 ~ 2014.04

유기농 시범농장(대체부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행위허가용역

경기도

2010.06 ~ 2011.05

주요과업 수행실적

2016.06 ~ 2017.06

해외 수행실적

경상남도

조직 및 인원

도시

고성군 하이면 소재지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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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자치단체
과천 화훼저장ㆍ전시ㆍ판매시설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09.11 ~ 2012.02

대전광역시

2009.03 ~ 2012.02

대전광역시

2008.12 ~ 2010.11

용이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ㆍ처분용역

경기도

2008.09 ~ 2012.05

송도5.7공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인천광역시

2007.12 ~ 2009.04

당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처분용역

인천광역시

2007.11 ~ 2012.04

석남동 452-8번지외 8필지 강남시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주차장)용역

인천광역시

2007.10 ~ 2008.02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경기도

2007.08 ~ 2008.11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사업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인천광역시

2007.06 ~ 2016.12

행복주택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실시설계단계) 용역

경기도

2015.01 ~ 2015.05

산림 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공사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경기도

2014.09 ~ 2018.01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CM) 용역

경상북도

2012.07 ~ 2018.01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및 북측유수지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인천광역시

2009.02 ~ 2011.12

광화문광장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서울특별시

2008.01 ~ 2010.05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경상남도

2017.05 ~ 2017.08

가음정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경상남도

2017.03 ~ 2017.06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조사설계용역

인천광역시

2016.08 ~ 2017.06

고양 행주산성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계획(보완) 연구용역

경기도

2016.05 ~ 2017.07

황학산수목원 벼과ㆍ사초과식물원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경기도

2015.02 ~ 2015.05

제95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3.05 ~ 2014.04

대전 상서ㆍ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수립용역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도시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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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원 테마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1.06 ~ 2012.05

안양로 수벽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0.02 ~ 2010.03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경기도

2008.05 ~ 2009.02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수변환경정비외) 실시설계 용역

경기도

2008.04 ~ 2008.06

태화강 생태공원조성(2단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울산광역시

2007.10 ~ 2008.05

묵현천 등 12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 관리대장
작성 재수립 용역

경기도

2017.06 ~ 2018.12

신천 등 3개소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경기도

2017.05 ~ 2018.09

자명천(자명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경상북도

2017.05 ~ 2018.03

화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경상남도

2017.04 ~ 2017.10

용포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경상남도

2017.03 ~ 2018.04

악양천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경상남도

2017.03 ~ 2017.05

고흥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2권역)

전라남도

2017.01 ~ 2019.01

김해시 댐 건설 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경상남도

2017.01 ~ 2017.04

남해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변경) 수립용역

경상남도

2016.06 ~ 2019.06

화개천외 2개소 하천 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 관리대장 작성용역

경상남도

2016.06 ~ 2017.08

율곡천 외 1개소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경상북도

2016.06 ~ 2017.06

가천ㆍ황리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경상남도

2016.06 ~ 2017.03

보성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1권역)

전라남도

2016.05 ~ 2018.09

거창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경상남도

2016.05 ~ 2018.05

조경

수자원

주요과업 수행실적

2012.02 ~ 2012.11

해외 수행실적

서울특별시

조직 및 인원

백두산호랑이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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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자치단체

수자원

용유~잠진도간 제방도로 확장공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인천광역시

2015.11 ~ 2016.12

왕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5.09 ~ 2016.09

전주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및 안산천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전라북도

2015.06 ~ 2016.12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

충청남도

2015.04 ~ 2018.03

대강천 하천 기본계획변경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전라남도

2015.03 ~ 2017.03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용역

경기도

2015.02 ~ 2016.02

원산천 정비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경기도

2015.01 ~ 2015.04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부산광역시

2014.09 ~ 2015.09

월동천외 1개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4.06 ~ 2016.12

황골천(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4.06 ~ 2015.08

서천군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충청남도

2013.09 ~ 2014.03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대책 기본설계 용역

서울특별시

2013.07 ~ 2017.04

양근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재정비)용역

경기도

2013.05 ~ 2014.08

신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3.03 ~ 2017.05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2.09 ~ 2017.11

2011년 지방하천(대전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1.10 ~ 2011.12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실시설계용역

강원도

2011.09 ~ 2015.03

안성천외 1개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1.05 ~ 2012.10

서정동 철도변 완충녹지 조성사업 사전재해검토용역

경기도

2011.02 ~ 2011.04

복하천외 2개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0.05 ~ 2011.08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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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천(부항제) 개수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0.02 ~ 2010.06

수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

경기도

2009.03 ~ 2010.12

수리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9.02 ~ 2009.03

장군천 자연형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8.12 ~ 2010.02

회천 택지개발 사업지구 외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8.11 ~ 2011.02

직리천외 1개소 농업용취입보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8.07 ~ 2008.08

목암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8.06 ~ 2009.10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7.11 ~ 2009.01

대벽저류지 수질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7.10 ~ 2008.02

소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광주광역시

2007.10 ~ 2007.12

장기~감정간 도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경기도

2007.10 ~ 2007.11

여주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경기도

2007.08 ~ 2007.11

죽암천 건천화 방지사업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7.06 ~ 2007.08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재협의) 용역

경기도

2007.03 ~ 2008.01

영평천 자연형 어도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7.03 ~ 2007.10

육상골재채취(부구지구) 원상복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7.03 ~ 2007.08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외 3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경기도

2017.05 ~ 2020.07

상리천 재해예방사업외 2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경기도

2017.05 ~ 2020.07

백족천외 1개 하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경기도

2017.04 ~ 2020.05

수자원

주요과업 수행실적

2010.03 ~ 2010.11

해외 수행실적

광주광역시

조직 및 인원

내지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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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월천 재해예방사업 외 2개지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전라북도

2015.08 ~ 2018.03

일광천 외 4개소 수해복구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부산광역시

2015.03 ~ 2016.02

교포천 외 2개하천 정비사업 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

경기도

2013.06 ~ 2017.07

영월정선권역 하천 재해예방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강원도

2012.09 ~ 2014.12

광려천, 삼호천, 산호천 생태하천조성사업 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

경상남도

2011.06 ~ 2014.10

수촌2리천 소하천 정비공사 시공감리 용역

경기도

2011.05 ~ 2011.12

영산강살리기 1공구(무안.영암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전라남도

2010.04 ~ 2012.06

한강살리기 5공구(현암지구등)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경기도

2009.11 ~ 2012.04

원동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경상남도

2017.04 ~ 2018.02

양산시 하수도정비 대책 수립 용역

경상남도

2017.04 ~ 2018.01

의령하수처리구역(의령읍) 하수저류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경상남도

2017.03 ~ 2017.07

스마트허브 소하천 차집관로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6.12 ~ 2017.06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수영처리구역(양정동 일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부산광역시

2016.11 ~ 2017.11

진건공공하수처리장 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6.09 ~ 2016.12

숭인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서울특별시

2016.07 ~ 2017.11

양산 범어ㆍ웅상정수장 기술진단용역

경상남도

2016.06 ~ 2017.08

양산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경상남도

2016.05 ~ 2017.11

안양천ㆍ학의천 차집관로 개선방안 수립 용역

경기도

2016.05 ~ 2017.01

광영ㆍ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라남도

2016.04 ~ 2017.04

퇴촌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광주광역시

2016.03 ~ 2016.11

수자원

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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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경기도

2015.09 ~ 2016.02

옥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충청북도

2015.06 ~ 2016.10

제2차 물 재이용(중수도)시설물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5.02 ~ 2015.12

박달2동 박달로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등 5개소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4.11 ~ 2015.01

안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4.06 ~ 2016.01

화곡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서울특별시

2014.05 ~ 2016.01

거모동 노후하수관로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4.04 ~ 2015.11

수원시 장안구청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4.02 ~ 2014.09

박달1동 박석교 일원 노후송배수관 교체공사 등 2개소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3.11 ~ 2013.12

수원시 하수관거정비(1단계)공사 사후평가용역

경기도

2013.07 ~ 2014.02

연천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13.04 ~ 2014.12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3.03 ~ 2013.06

상습침수지역 개선공사(지제ㆍ세교동)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2.07 ~ 2012.08

2012년 배수관로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광주광역시

2011.12 ~ 2012.03

남산 및 산하공원 배수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서울특별시

2011.08 ~ 2011.09

경기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11.04 ~ 2012.08

하수 악취저감 시범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1.03 ~ 2011.11

광화문광장 침수해소사업 항구대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서울특별시

2011.03 ~ 2011.07

광명시 상수도관로 누수탐사용역

경기도

2010.02 ~ 2010.12

상하수도

주요과업 수행실적

2015.09 ~ 2017.02

해외 수행실적

서울특별시

조직 및 인원

난지물 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회사소개

9)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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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자치단체
내손배수지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9.01 ~ 2009.06

안양5동 냉천놀이터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등 2개소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8.12 ~ 2009.02

송탄산업단지내 노후관로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8.08 ~ 2008.09

광주시 동지역 블록구축 구역고립 확인조사 용역

광주광역시

2007.10 ~ 2008.06

수서역~수서동 221번지 하수관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서울특별시

2007.08 ~ 2007.09

만안로 일원 하수관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7.01 ~ 2007.03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서울특별시

2017.06 ~ 2020.03

경기도

2017.03 ~ 2019.08

경기도

2016.10 ~ 2018.12

화산 방축 외 3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전라남도

2016.09 ~ 2019.04

장수지구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전라북도

2016.08 ~ 2018.08

안동시 정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외 2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3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상북도

2015.10 ~ 2018.10

서울특별시

2015.06 ~ 2018.07

용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2개사업 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

경기도

2014.06 ~ 2016.06

배수펌프장 점검ㆍ정비 및 운영관리 용역

경기도

2014.05 ~ 2014.11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서울특별시

2013.01 ~ 2018.02

경안, 송정지구 우수관로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경기도

2012.11 ~ 2013.06

신마항 항만시설 개발사업 사후환경 조사용역

전라남도

2017.05 ~ 2022.04

남평~화순간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공사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전라남도

2016.11 ~ 2024.10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경상남도

2016.02 ~ 2017.02

백석, 옥정(2-2), 회암(2-2), 은현(2-2)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하수도 송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환경

별내선 복선전철 3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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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 사후환경조사 용역

경기도

2015.12 ~ 2018.12

모락로 확ㆍ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경기도

2015.12 ~ 2016.04

팽성 두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경기도

2015.06 ~ 2015.08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

서울특별시

2015.05 ~ 2017.10

안중~조암간 도로확포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경기도

2015.04 ~ 2021.03

영동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전략환경영향 평가용역

충청북도

2015.04 ~ 2017.05

계룡 제1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

충청남도

2015.02 ~ 2018.02

중부신도시 진입도로확포장공사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충청북도

2014.10 ~ 2016.01

내각-오남간 도로확포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경기도

2014.09 ~ 2016.12

판교 집하시설 운영관리 위ㆍ수탁 용역(고정비)

경기도

2014.07 ~ 2015.04

판교 집하시설 운영관리 위ㆍ수탁 용역(변동비)

경기도

2014.07 ~ 2015.04

한국문화테마파크(영주지구)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경상북도

2013.12 ~ 2022.12

사능역 등 2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경기도

2013.06 ~ 2013.11

왜관~가산간 도로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경상북도

2013.05 ~ 2021.05

신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경기도

2013.05 ~ 2013.11

전주 노후산단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전라북도

2013.04 ~ 2016.01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 도로개설공사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 경기도

2013.01 ~ 2018.06

자작천 개수사업(3차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경기도

2012.12 ~ 2013.06

수곡천 소하천정비사업(2공구)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경기도

2012.04 ~ 2012.08

주요과업 수행실적

2016.01 ~ 2019.01

해외 수행실적

경기도

조직 및 인원

환경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회사소개

9) 지방자치단체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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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자치단체
북충주IC-가금 도로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충청북도

2011.08 ~ 2017.08

농어촌도로 리도201호선 개설공사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경기도

2011.07 ~ 2011.09

광암~마산간 도로확장공사 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

경기도

2010.07 ~ 2020.09

강변북로(성산대교~반포대교)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서울특별시

2010.07 ~ 2017.08

지리산 국립공원 로프웨이설치 환경영향평가용역

전라북도

2010.04 ~ 2012.04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미디어촌 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용역

인천광역시

2010.04 ~ 2010.12

민락2지구 낙양 물사랑 공원 건설사업 환경영향예측 용역

경기도

2010.03 ~ 2010.04

고령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경상북도

2010.01 ~ 2010.07

성남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경기도

2009.12 ~ 2011.02

의정부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경기도

2007.02 ~ 2010.06

동일 덕흥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라남도

2016.11 ~ 2017.11

월곶항 물량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경기도

2013.06 ~ 2013.11

제부도 해안산책로 포토존시설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8.03 ~ 2008.05

2008년도 지방어항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인천광역시

2008.03 ~ 2008.04

보구곶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07.12 ~ 2008.07

바다낚시터 피싱 피어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경기도

2007.12 ~ 2008.06

환경

항만

미얀마 우정의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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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PROJECT
네팔 / 라오스 / 모잠비크 / 몽골
미얀마 / 베트남 / 볼리비아
브루나이 / 사모아 / 아프카니스탄
온두라스 / 인도네시아 / 조지아
카메룬 / 캄보디아 / 필리핀

해외 프로젝트

해외 프로젝트

네팔 / 라오스 / 모잠비크 / 몽골
미얀마 / 베트남 / 볼리비아
브루나이 / 사모아 / 아프카니스탄
온두라스 / 인도네시아 / 조지아
카메룬 / 캄보디아 / 필리핀

해외 PROJECT

1) 네팔
발주처
도로

철도

재원

네팔 Kathmandu Naubise Mugling과 Narayanghat지역간 도로
및 교량 개선사업(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개량공사 감리)

네팔도로부

World Bank

2015.12 ~ 2018.12

네팔전기철도4단계2구간 이나루와~카카르브히타구간
고속전기철도 상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네팔철도국

재정

2016.08 ~ 2017.11

네팔 Mechi-Mahakali철도 Simara-Tamsaria구간 상세조사 및
설계용역

네팔철도국

재정

2013.03 ~ 2014.09

발주처

재원

한라건설(주)

민간

발주처

재원

철도

라오스 비엔티안시~통망(약25Km구간)
철도건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2010.04 ~ 2010.08

회사소개

2) 라오스

모잠비크 ANE

World Bank

2013.09~2014.07

교통

모잠비크 마푸토 교통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용역

한국수출입은행

EDCF

2012.10 ~ 2013.05

수자원

모잠비크 영농기술보급 및 농업생산성 증대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재정

2014.12 ~ 2017.12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모잠비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정

2017.06 ~ 2018.08

모잠비크 FIPAG

World Bank

2015.04 ~ 2018.0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정

2011.03 ~ 2011.12

상하수도 모잠비크 마푸토 상수도 감리사업

(Mozambique Maouto water supply project)
모잠비크 환경개선 마스터 플랜 수립사업

4) 몽골
도로

몽골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발주처

재원

국토교통부

재정

2016.03 ~ 2017.01

해외 수행실적

모잠비크 N2(Matola~Boane~Namaacha)
도로개선 실시설계용역

조직 및 인원

도로

주요과업 수행실적

3) 모잠비크

몽골 항올구 자이산 교량

65

해외 PROJECT

4) 몽골
발주처

재원

교조르갈

민간

2014.02 ~ 2014.10

몽골 울란바토르시

재정

2012.11 ~ 2014.09

올랑곰~헙드간 190km 도로 실시설계용역 중
교량1개소 설계

교조르갈

민간

2012.07 ~ 2012.12

볼강~다실칠렝간 133km 도로 실시설계 용역
중 소교량 5개소 설계

교조르갈

민간

2012.07 ~ 2012.12

몽골 합흐골 운트~타리알란 88km 도로감리용
역 외 2건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재정

2012.05 ~ 2015.08

Temeen Khuzuu hill-baga Ulaan 구간 도로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2건

몽골 도로교통관광부

재정

2008.02 ~ 2008.07

몽골 Ulaanbaatar~Tuv Aimag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7건

몽골 도로교통관광부

재정

2007.09 ~ 2008.03

몽골 자민우드 물류기지센터 조성공사 컨설턴트
용역

몽골 도로교통관광부

ADB

2016.07 ~ 2019.07

한국국제협력단

재정

2013.10 ~ 2016.04

울란바토르시 메트로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몽골 울란바토르시

재정

2010.08 ~ 2010.12

5 shar~batonik간 지하철건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1호선) 외 3개노선

몽골 울란바토르시

재정

2007.09 ~ 2007.11

Ih toiruu 지하철건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순환선)

몽골 울란바토르시

재정

2007.09 ~ 2007.11

외교부

재정

2014.03 ~ 2016.02

바양홍고르 아이막
도지사(몽골)

재정

2013.08 ~ 2016.07

몽골 NOGOONI ZOORI지역 산업단지 조성사업
수립용역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재정

2007.06 ~ 2007.11

몽골15-P XOPOO지역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용
역 외 3건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재정

2007.06 ~ 2007.11

NALAYH 1지역 교육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외 4건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재정

2007.03 ~ 2007.04

아르항가이 100Km 도로 감리용역
울란바토르시의 도로 및 시설물의 감리용역
(패키지-1)

도로

몽골 광물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및
재원조달을 위한 M/P 수립 PMC

철도

주몽골대사관 청사 관저 신축공사 책임감리용역
바양홍고르 아이막 바양홍고르시 도시계획
수립용역

도시

베트남 틴롱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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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얀마
발주처
구조

미얀마 우정의 교량(Dala) 건설사업 설계 및 감리

철도

미얀마 양곤시 철도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기본계
획 수립용역

재원

미얀마 건설부(MOC)

EDCF

2017.01 ~ 2023.03

한국수출입은행

EDCF

2016.09 ~ 2017.07

6) 베트남
재원

구조

베트남 틴롱 교량건설사업 F/S 용역

한국수출입은행

EDCF

2014.05 ~ 2014.12

철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 베트남 호치민
메트로 운영유지(O&M) 지원 계획 수립

한국수출입은행

EDCF

2017.03 ~ 2017.07

회사소개

발주처

현대&벽산 RC

민간

발주처

재원

외교부

재정

발주처

재원

2014.09 ~ 2015.03

8) 브루나이
도시

주브루나이(대) 청사.관저 신축 건설사업관리
(CM)용역

2015.02 ~ 2016.12

9) 사모아
구조

사모아, Maliolio 횡단교량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Land Transport
Authority(LTA)

World Bank

2016.07 ~ 2017.12

10) 아프카니스탄
도로

아프가니스탄 페이자바드-에쉬카쉼간 도로개선
감리사업(바하락-에쉬카쉼 구간 108 Km)

발주처

재원

공공사업부

ADB

2017.06 ~ 2021.03

해외 수행실적

볼리비아 바네가스교량 실시설계

재원

조직 및 인원

구조

발주처

주요과업 수행실적

7) 볼리비아

볼리비아 바네가스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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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온두라스
도시

온두라스 특별개발지구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발주처

재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재정

발주처

재원

두산건설(주)

민간

발주처

재원

2013.11 ~ 2015.11

12) 인도네시아
철도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 석탄운송철도 및 항만사업
타당성조사 및 입찰설계용역

2010.01 ~ 2013.05

13) 조지아
교통

조지아 동서축 도로 ITS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지역개발인프라부 산하
도로국(조지아)

World Bank

2015.10 ~ 2016.04

도시

조지아 삼스케 도시 재생 개발사업 감리용역

Municipal Development
Fund

World Bank

2016.03 ~ 2020.03

14) 카메룬

철도

카메룬 국가철도 마스터플랜 정립 추가연구 용역
(카메룬 Mbalam ~ Kribi 및 Edea ~ Kribi간 철도
타당성 조사)

발주처

재원

MINEPAT

재정

발주처

재원

2011.09 ~ 2012.08

15) 캄보디아

철도

캄보디아 철도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도시

주캄보디아대사관 청사 관저 신축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재정

2011.12~2013.12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재정

2015.09 ~ 2016.11

16) 필리핀
발주처
철도

필리핀 LRT-2 동측 연장선 실시 설계 및 감리 사업

몽골 바양홍고르 아이막 바양홍고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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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재정

2014.04 ~ 2017.09

조직 및 인원
고문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조직 및 인원

조직 및 인원

고문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고문단

고문단

장만석

부회장

교통기술사

연세대학원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김홍흠

부회장

도로및공항기술사
철도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충남대학원(박사)
서울특별시 감사원

원상희

사장

상하수도기술사

연세대학원
대표이사 사장

유원희

사장

토목구조기술사

연세대학원

최강일

사장

김종헌

사장

토목시공기술사

이왕우

고문

도로및공항기술사

미 위스콘신대학원 /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최정식

사장

도로및공항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서울대학교

오승탁

사장

도로및공항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국제공인가치전문가/재난관리사

안휘병

사장

도로및공항기술사

성응모

고문

토목구조기술사

서울대학교

주성문

부회장

토목구조기술사

고려대학원

변윤주

부사장

토목구조기술사

한양대학원(박사)

양기탁

고문

철도기술사

한양대학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권영철

사장

철도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남기명

사장

토목기사

충남대학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진병학

사장

철도기술사
토목기사

일본동경대학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박영우

부회장

토목기사

서울시립대
대한주택공사

변동원

부회장

토목시공기술사

조선대학교
한국토지공사

이준환

부사장

지역및도시계획기사
토목기사

서울시립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윤동열

부사장

토목기사

한밭대학교
한국토지주택공사

김기환

부사장

지역및도시계획기사
조경기사

한양대학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어업토목부문

박상영

부사장

농어업토목기술사

항만부문

김용문

부사장

토목산업기사

한양대학원
해양수산부

류공수

사장

토목산업기사

한양대학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이규창

사장

도로및공항기술사

인하대학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총괄 및 해외

철도부문

도시부문

건설관리부문

인하대학원
국토교통부 / 서울지방항공청

서울과학기술대학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회사소개
주요과업 수행실적

충북대학원(박사)
한국도로공사

해외 수행실적

구조부문

서울대학교

조직 및 인원

도로및공항부문

고려대학교

인하대학원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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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및 공항기술사 (17명)

이왕우

고문

서울대학교

김홍흠

부회장

충남대학원

안휘병

사장

인하대학원

오승탁

사장

충북대학원

이규창

사장

인하대학원

최정식

사장

서울대학교

이병생

부사장

경기대학원

이정조

부사장

우송공업대학

최태화

부사장

단국대학원

김병석

전무

서울대학교

박종두

전무

영남대학교

방극문

전무

호원대학교

손익현

전무

부경대학교

이명섭

전무

명지대학교

전희목

전무

한국도로기술대학원

박찬휘

상무

단국대학교

이종석

이사

충남대

박사

박사

박사

2) 토질 및 기초기술사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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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윤

부사장

서울시립대학원

고광태

부사장

중앙대학원

김동갑

부사장

고려대학원

송훈

부사장

서울대학원

이인수

부사장

고려대학교

최해준

부사장

상명대학원

서영화

전무

연세대학교

김봉수

상무

충북대학교

박병선

상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손빈

상무

건국대학원

송문수

상무

전북대학원

신경하

이사

서울시립대학원

박사

박사

기술인력 보유현황

3) 토목구조기술사 (11명)

서울대학교

주성문

부회장

고려대학원

유원희

사장

연세대학원

변윤주

부사장

한양대학원

이정학

부사장

한양대학원

손석호

전무

서울시립대학원

정만식

전무

서울시립대

정보선

전무

한양대학원

조성삼

전무

서울시립대학원

이용우

상무

동국대학교

김경중

이사

서울시립대학원

박사

박사
회사소개

고문

주요과업 수행실적

성응모

류진성

부사장

한양대학교

정우철

부사장

서울시립대학원

김용범

전무

한양대학원

정명화

전무

한양대학원

양기탁

고문

한양대학원

김홍흠

부회장

충남대학원

권영철

사장

서울과학기술대학원

진병학

사장

일본동경대학원

김동기

부사장

서울과학기술대학원

양성식

부사장

중부대학원

위광용

전무

중앙대학교

조재환

전무

단국대학교

이동극

부장

단국대학원

해외 수행실적

4) 도시계획기술사 (4명)

조직 및 인원

5) 철도기술사 (9명)

박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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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통기술사 (4명)

장만석

부회장

연세대학원

장시현

전무

영남대학교

이상철

이사

강릉대학교

장윤섭

이사

서울시립대

7) 환경기술사 (10명)

강병윤

부사장

서울시립대학원

토양환경

김택호

부사장

한양대학원

대기관리

박태순

부사장

서울산업대학교

수질관리

승서일

부사장

연세대학원

대기관리

이삼환

부사장

전북대학원

폐기물처리

김동일

전무

서울시립대학원

폐기물처리

김찬석

상무

서울대학원

박정규

상무

서울시립대학원

대기관리

이석주

상무

연세대학원

소음진동

이명도

부장

계명대학원

자연환경관리

지동식

부사장

연세대학교

한규환

상무

인천대학교

전병웅

이사

서남대

원상희

사장

연세대학원

김종모

부사장

고려대학원

한철원

부사장

한경대학교

박휘혜

이사

경상대학원

상무

서울시립대학원

자연환경관리

8) 수자원개발기술사 (3명)

9) 상하수도기술사 (4명)

10) 조경기술사 (1명)

최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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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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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어업토목기술사 (1명)

박상영

부사장

경북대학교

전무

고려대학교

오승탁

사장

충북대학원

고광태

부사장

중앙대학원

오채석

부사장

한양대학교

이범희

부사장

한양대학교

임병호

부사장

연세대학원

천영덕

부사장

성균관대

이종화

전무

부산대학원

임석관

전무

연세대학교

이형승

이사

중앙대학원

12) 발송배전기술사 (1명)

이병주

박재숙

이사

전남대학원

오채석

부사장

한양대학교

박상열

전무

서울과학기술대학원

전무

고려대학교

부장

중앙대학교

15) 토목품질시험기술사 (2명)

주요과업 수행실적
해외 수행실적
조직 및 인원

14) 건축사 및 건축시공기술사 (2명)

박사

회사소개

13) 건설안전기술사 (9명)

16) 전기안전기술사 (1명)

이병주

17) 공조냉동기계기술사 (1명)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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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산업기계설비기술사 (1명)

김재곤

부사장

연세대학교

부사장

고려대학원

김홍석

부사장

한양대학원

이범희

부사장

한양대학교

허민구

상무

서울시립대학원

전무

전북대학교

김홍흠

부회장

충남대학원

변동원

부회장

조선대학교

안종록

부회장

영남대학원

권영철

사장

서울과학기술대학원

김종헌

사장

서울대학교

최정식

사장

서울대학교

강병윤

부사장

서울시립대학원

고광태

부사장

중앙대학원

김정국

부사장

육군제3사관학교

김종원

부사장

대구대학원

노세극

부사장

홍익대학교

박양수

부사장

연세대학원

오채석

부사장

한양대학교

이기윤

부사장

한양대학교

이범희

부사장

한양대학교

이병생

부사장

경기대학원

전희목

부사장

한국도로기술대학원

19) 지반및지반기술사 (1명)

김동갑

박사

20) 항만및해안기술사 (3명)

21) 화약류관리기술사 (1명)

황현주

23) 토목시공기술사 (1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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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박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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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호

부사장

중앙대학교

진종열

부사장

중앙대학교

천영덕

부사장

성균관대

최덕락

부사장

부산대학원

하영모

부사장

성균관대학교

강도철

전무

부산대학교

고의환

전무

한밭대

곽성윤

전무

청량고등학교

김광노

전무

인하대학교

김상규

전무

충북대학교

김성환

전무

전남대학교

김용대

전무

영남대학교

김종순

전무

연세대학교

김주태

전무

경북대학교

김지석

전무

인천대학교

김진균

전무

경남대학교

김평기

전무

한밭대학원

김학량

전무

전북대학교

김회동

전무

한양대학원

박경달

전무

한밭대학교

박두경

전무

대구대학교

박상열

전무

서울과학기술대학원

박오성

전무

서울과학기술대학원

박원길

전무

광주공고

박종두

전무

영남대학교

방극문

전무

군산대학원

배병환

전무

전북대학교

성연경

전무

연세대학원

손익현

전무

부경대학원

송도연

전무

경상대학교

안순용

전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재권

전무

동국대학교

양영환

전무

국민대학교

주요과업 수행실적

서울대학교

해외 수행실적

부사장

조직 및 인원

정하설

회사소개

23) 토목시공기술사 (115명)

75

기술인력 보유현황

23) 토목시공기술사 (1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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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범

전무

경희대학교

윤명환

전무

서울시립대학원

이광련

전무

부산대학교

이광철

전무

전남대학교

이명상

전무

충북대학교

이상철

전무

전북대학교

이성재

전무

한양대학교

이종문

전무

군산대학원

이종화

전무

부산대학교

임병석

전무

연세대학원

임성달

전무

경북대학교

임용진

전무

충남대학원

임종문

전무

조선대학교

장근직

전무

서울산업대학교

장하승

전무

수원대학원

전병주

전무

단국대학교

정동일

전무

울산대학교

조철희

전무

서울산업대

최경욱

전무

서울산업대학교

최승기

전무

강원대학교

한규혁

전무

대전공업고등전문대

한상일

전무

충남대학교

홍준표

전무

강원대학원

황병두

전무

부산대학원

가이현

상무

인덕대학교

강석준

상무

인천대학교

김기수

상무

경기대학교

김만근

상무

울산대학교

김봉수

상무

충북대학교

김완수

상무

대전대학교

김태훈

상무

서울산업대학교

나양식

상무

조선대학교

남필우

상무

충북대학교

문현남

상무

경남대학교

박사

박사

기술인력 보유현황

박정규

상무

한남대학교

백인철

상무

순천대학교

우성하

상무

울산대학교

유승환

상무

전남대학교

이병훈

상무

한경대학원

이병훈

상무

한양대학원

이성호

상무

동강대학교

이재영

상무

한양대학원

전인규

상무

인천대학원

조근환

상무

안양과학대학

주경천

상무

경북산업대학교

허준

상무

중앙대학교

황현진

상무

한양대학교

고영대

이사

경일대학교

권순호

이사

삼척대학교

류지영

이사

동신대학교

류지훈

이사

원광대학교

서성열

이사

부경대학교

성상언

이사

충남대학교

안태준

이사

단국대학교

오제신

이사

중앙대학교

용석권

이사

부산대학원

이종석

이사

충남대학교

이창국

이사

동신대학교

최형철

이사

원광대학교

표성용

이사

경상대학교

하경민

이사

서울산업대학원

강동완

부장

제주대학교

심재록

차장

광주대학교

육군성

부장

경북대학교

이한철

부장

충남대학교

정희석

부장

경일대학교

진승현

과장

중부대학원

주요과업 수행실적

군산대학원

해외 수행실적

상무

조직 및 인원

박일상

회사소개

23) 토목시공기술사 (1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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