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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주식회사 예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   종   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10, 19 초석빌딩 2층

대표전화 02) 3472-7530

팩    스 02) 3472-7536

자 본 금 이억원 (₩ 200,000,000)

설 립 일 2006년 10월 13일

업    종

1. 엔지니어링 활동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 E-9-2520호

기술부문 : 건설부문
전문분야 :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도로·공항
      

2. 해외건설업 
   국토해양부 제374호

3. 책임감리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제 토16호
    감리분야 : 토목

4. 안전진단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제 113호
    분    야 : 항만

교량 및 터널

5. 일반측량업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제 02-01-2140호

기술용역

분    야

1. 항만 및 해안 / 일반 구조물 설계

2. 조선 및 선박수리시설 설계

3. 가스 및 정유 플랜트 토목 설계

4. 발전 플랜트 및 일반 토목 설계

회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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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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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 항만해안

• 구조

• 토질지질

• 도로공항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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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업신고필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 교량 및 터널

•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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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전문회사등록증

• 토목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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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업등록증

• 일반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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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보유현황

자격, 경력별 

보유현황

등   급 기 술 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계

토 목 구 조 2 인 7 인 2 인 5 인 17 인 33 인

토 질 및 기 초 2 인 1 인 1 인 1 인 6 인 11 인

항 만 및 해 안 2 인 1 인 2 인 3 인 7 인 15 인

도 로 및 공 항 1 인 1 인 2 인 3 인 7 인

기 타
2 인

(토목시공)

1 인

(측량)
2 인

1 인

(기계)
6 인

계 9 인 9 인 7 인 13 인 34 인 72 인

등   급 보유인원 비    고 계

기  술  사 9 인

72 인
기      사 36 인

산 업 기 사 6 인

경      력 21 인 기능사 2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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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개인현황
이  름 임  윤  식 ( 1947. 06. ) 조  봉  제 ( 1956. 12. )

학  력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지반공학전공 (석사)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전문분야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경력사항

(주)유신설계공단

(주)대우엔지니어링

(주)대우건설

(주)토우건설엔지니어링

(주)트랜스코리아엔지니어링

(주)예담엔지니어링

2년

5년

10년

14년

2년

현재

(주)대우엔지니어링

(주)건일엔지니어링

(주)성신이엔씨

(주)혜인이엔씨

(주)예담엔지니어링

15년

2년

6년

6년

현재

이  름 김  종  원 ( 1963. 02. ) 이  철  로 ( 1957. 12. )

학  력
서울대학교 농토목학과 (학사)

연세대학교대학원 토목공학과 (석사)

명지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학사)

명지대학교 공과대학원 토목공학과 (석사)

전문분야 토목구조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경력사항

(주)대우엔지니어링

(주)성신이엔씨

(주)예담엔지니어링

9년

12년

현재

(주)유일종합기술단

(주)삼안코퍼레이션

(주)예담엔지니어링

25년

2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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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개인현황
이  름 김      돈 (1946. 01.) 김  봉  영 ( 1954. 05. )

학  력 서울대학교 농공학과 (학사) 명지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

전문분야 도로 및 공항기술사 항만 및 해안 기술사

경력사항

농어촌진흥공사

남광토건(주)

쌍용건설(주)

(주)동림컨설턴트

(주)유일종합기술단

7년

2년

4년

9년

2년

농어촌진흥공사

(주)포스코엔지니어링

(주)예담엔지니어링

4년

27년

현재

이  름 한  찬  희 ( 1952. 12. ) 김  채  홍 ( 1953. 08. )

학  력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부산대학교대학원 토목공학과 (석사)

전문분야 플랜트 기계 및 설비 토목시공

경력사항
(주)대우엔지니어링

(주)예담엔지니어링

30년

현재

(주)대우건설

고려개발(주)

(주)예담엔지니어링

26년

2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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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개인현황
이  름 윤  형  완 ( 1943. 03. ) 전  종  배 (1945. 09.)

학  력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동아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전문분야 토목시공기술사 항만 및 해안

경력사항

대림산업(주)

극동건설(주)

(주)대우엔지니어링

(주)예담엔지니어링

2년

2년

29년

현재

삼성중공업(주)

(주)상합이엔씨

(주)혜인이엔씨

23년

5년

3년

이  름 박  종  인 ( 1963. 08. ) 손  유  식 ( 1962. 10. )

학  력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충북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석사)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석사)

전문분야 토목구조 토목구조

경력사항

(주)삼우기술단

(주)금호엔지니어링

(주)대우엔지니어링

(주)한동이엔씨

(주)퓨쳐앤컬쳐 

(주)예담엔지니어링

1년

2년

5년

4년

2년

현재

(주)해강

(주)극동엔지니어링

비비엠코리아(주)

(주)예담엔지니어링

9년

2년

4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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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김  양  근 ( 1966. 10. ) 강  기  민 ( 1966. 07. )

학  력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박사)

전문분야 항만 및 해안 토질 및 기초

경력사항

(주)대우건설

극동건설(주)

(주)한동이엔씨

(주)지앤지컨설턴트

(주)예담엔지니어링

14년

1년

2년

2년

현재

(주)대우엔지니어링

(주)평원엔지니어링

(주)쏘일테크엔지니어링

(주)예담엔지니어링

8년

5년

3년

현재

기술자 

개인현황
이  름 엄  대  현 (1953. 11.) 소  진  환 ( 1955. 02. )

학  력 울산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천안공업고등학교

전문분야 토목구조 측   량

경력사항

대우조선공업(주)

(주)대우건설

(주)오창개발

(주)한동이엔씨

(주)예담엔지니어링

6년

15년

2년

1년

현재

(주)대우엔지니어링

(주)대우

(주)대한기술공사

(주)토우건설엔지니어링

(주)예담엔지니어링

8년

6년

3년

10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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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윤  석  배 ( 1969. 02. ) 윤  원  상 ( 1965. 09. )

학  력
수원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수원대학교 공과대학원 토목공학과 (석사)
성덕대학교 (학사)

전문분야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경력사항

(주)대우엔지니어링

(주)혜인이엔씨

(주)예담엔지니어링

7년

4년

현재

(주)삼안

(주)대우건설

(주)토우건설엔지니어링

(주)예담엔지니어링

3년

4년

17년

현재

기술자 

개인현황
이  름 김  상  윤 ( 1964. 07. ) 김  형  수 ( 1966. 09. )

학  력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학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석사, 박사수료)
호원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전문분야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경력사항

에스케이건설(주)

부산대학교생산기술연구소 

선진컨설턴트(주)

(주)길평

(주)청출어람

(주)예담엔지니어링

2년

5년

3년

2년

4년

현재

(주)동명기술공단

(주)서영기술단

(주)선진엔지니어링

(주)태조엔지니어링

(주)예담엔지니어링

3년

8년

7년

2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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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엄  지  회 (1946. 07.)

학  력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전문분야 토질및기초기술사

경력사항

한국전력공사

(주)포스코엔지니어링

(주)대우

(주)예담엔지니어링

9년

19년

15년

현재

기술자 

개인현황
이  름 장  영  국 ( 1968. 05. ) 최  영  길 ( 1963. 02. )

학  력
명지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명지대학교 공과대학원 토목공학과 (석사)
한경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전문분야 토목구조 토목시공기술사

경력사항

(주)현대건설

(주)지에스씨개발엔지니어링

(주)혜인이엔씨

(주)예담엔지니어링

7년

3년

2년

현재

(주)중앙건설엔지니어링

한국오리지날설계(주)

(주)성신이엔씨

(주)예담엔지니어링

3년

7년

12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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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실적 프로젝트 명칭 발 주 처 발주형태

Proposal for Antam LNG-FSRU Project (Civil Part) 대우조선해양E&R(주) 개념설계

Central JAVA Independent Power Plant Project  
Indonesia 입찰설계 토목 분야 설계용역

(주)대우건설 입찰설계

2×60MW Merak Coal Fired Power Plant Project 토목설계(해양) (주)대우엔지니어링 실시설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2공구) 건설공사 가시설 및 작업로 설계 용역 (주)청진건설 실시설계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하부공 축조공사(1공구) 실시설계 현대건설(주) 실시설계

통영 생산기지 제 2부두 건설공사를 위한 해수취수구 개선공사 
설계용역

(주)대우건설 실시설계

군자교 교좌장치 교체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실시설계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실시설계

PTT - Tank Terminal Project 
Detail Design of Fire Water Pump Station and Tresle Pier

Thai Woo Ree Co., Ltd. 실시설계

한국남부해역의 해양에너지 자원분포 및 가용발전량 조사연구 한국해양연구원 타당성검토

죽도산업단지 (2-2, 3-1,2 공구) 준공조치용역 삼성중공업(주) 실시설계

APPLE conutry club 설계용역 (주)나라 C,C 코스설계

J-Project golf course 설계용역 서남해안기업도시(주) 마스터플랜설계

LAKE WOOD c.c 9홀 증설 설계용역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주) 코스설계

IRELAND country club 설계용역 아일랜드(주) 코스설계

진천 country club(36홀) 타당성검토 진천개발(주) 타당성검토

고양(9홀) country club 설계용역 대호산업(주) 타당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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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실적 프로젝트 명칭 발 주 처 발주형태

2012 여수세계박람회 Big-O 사업 T/K 설계용역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Turn-key

RTC Project 대우엔지니어링 입찰설계

낙동강 32공구 생태벨트 실시설계 용역 케이에스엠기술 실시설계

포스코 포항 부생복합발전 취/배수설비 (주)포스코건설 실시설계

시텍 해상 Trestle 증설 및 LPG 입하시설 설계용역 (주)대우엔지니어링 입찰설계

십리포 해변 양빈사업 실시설계용역 (주)한서기술단 실시설계

베트남 카이멥 항만공사 실시설계 및 현장관리[상하수도] (주)포스코건설 실시설계

수재 슬러그 파우더 공장 신설(내자) 항만설계용역 (주)포스코플랜텍 실시설계

목포항 국제여객부두 카페리잔교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푸른다예건축사무소 실시설계

Banyu Urip Project 현대중공업(주) 입찰설계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항만시설물 장래 기본계획수립용역 전라남도 장흥군 기본계획

Venezuela Nor-Oriental Shipyard Conceptual Design 한국해사기술 기본설계

복합업무 지원단지 수변데크 설계용역 (주)에이유디씨건축사사무소 실시설계

새만금방수제 만경 3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용역 두산건설(주) 기본설계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 실시설계 T/K 일진인터내셔날(주) Turn-Key

장흥군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방파제 물양장 및 기타시설 
변경설계용역

도원건설(주) 실시설계

2010년 난지도 매립지 계측관리 용역 서울특별시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계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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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설사업 T/K 대우건설 Turn-Key

드릴쉽 진수 및 접안 준설공사 토목설계 현대엠코 실시설계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T/K)기본설계용역 (항만분야) GS건설/건화 Turn-Key

Polinter El Tablazo 03 U/O - Early Work 삼성엔지니어링 실시설계

신한내 작업장 Load Out 안전진단 및 보강설계 삼성중공업 실시설계

베트남 Cai Mep International Terminal 설계변경 포스코건설 실시설계

청평교 우물통 설치 가설공법 설계용역 민경건설 기본설계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대림산업 대안설계

서빙고역앞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진단

안정공단 의장안벽 설치 설계 용역 SPP조선 실시설계

NB LATEX PROJECT / 토목분야 입찰설계 BST Latex/대우엔지니어링 입찰설계

성동 Dry Dock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대우엔지니어링 실시설계

4대강 살리기 T/K설계 (낙동강 32공구) 두산건설/케이에스엠기술 Turn-Key

포항 대불부두 상부보강 및 기타공사 실시설계 용역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실시설계

오일탱킹-한국석유공사 여수저장탱크터미널 EPC 프로젝트 입찰제안 KNOC/대우엔지니어링 입찰설계

Proposal for Conceptual Design of PDVSA Shipyard Project
(베네주엘라)

PDVSA Naval/한국해사기술 기본계획

포항 원료부두 및 제품부두 증개축공사 대우엔지니어링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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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 신설부두 정밀안전진단 용역 쌍용양회공업 안전진단

고성 삼강 메가작업장 조성공사 삼성중공업 일반설계

신월성 1,2호기 심층취배수 구조물 축조공사 대우건설 실시설계

한국남부해역의 해양에너지 자원분포 및 가용발전량 조사연구 건일엔지니어링 타당성조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 기본설계 태영건설/일진인터내셔날 Turn-Key

인천항 주변개발 마스터플랜 용역 (항만분야) 인천광역시/청출어람 기본계획

Check of Pile Stability for PTT LNG Terminal (태국) PTT LNG Terminal Company 설계검토

대기산업 Sinker Block 설계 용역 대기산업 실시설계

경인운하사업 제2공구 시설공사 입찰(기본)설계용역 한라건설/서영엔지니어링 입찰설계

대한전선 ㈜당진공장 신축부지 조성공사 설계용역 티이씨건설 일반설계

4안벽 45ton LLC 기초 부속시설 설계용역 삼성중공업 실시설계

격렬비도등대 원격실개량 및 무인등대 3개소 설치공사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실시설계

완도항 유도등부표 설치 실시설계용역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실시설계

Brazil Shipyard Conceptual  Design (Civil) GA Shipbuilding/한국해사기술 기본계획

SLS조선㈜ NO.3 선대 및 JETTY 안벽공사 SLS조선 실시설계

오일탱킹-한국석유공사 여수저장탱크터미널 프로젝트 토목기본설계 대우엔지니어링 기본설계

인천신항 배후단지 호안축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삼안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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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이퐁 하역부두 시공감리 기술지원 4M Partners 시공감리

영흥면 내리 잠제 축조공사 실시설계용역 영흥수협 내리어촌계 실시설계

Check of Pile Stability for PTT LNG Terminal Trestle &
Breasting Dolphin (태국)

PTT LNG Terminal Company 설계검토

새만금산업단지 1-1공구 준설토 매립공사 포스코건설 설계검토

삽교호 친수공간 내 전망데크 설치 설계변경 용역 남양건설 실시설계

지방어항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인천광역시 일반설계

청라주운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일괄입찰턴키 설계 용역 두산건설/동명기술공단 Turn-Key

거제조선소 사곡혁신 240톤 TTC TIE DOWN 기초공사 삼성중공업 실시설계

현대중공업 H-DOCK 축조공사 입찰(기본) 설계용역 현대건설/대영엔지니어링 입찰설계

삼성중공업 사곡혁신부지 매립 기본 및 실시설계 대우엔지니어링 실시설계

경남 고성군 향촌 농공단지 토목 실시설계 감리 용역 삼호조선 설계감리

아산만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1단계) 대안설계 : 구조분야 현대건설/대영엔지니어링 대안설계

POSCO 광양 버킷수리장 및 세척장 설계/ 토목설계 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삼성중공업 고성 900T G/C 기초 및 작업장 조성 설계용역 삼성중공업 실시설계

SPP해양조선㈜ 항로 및 사천대교 전면준설 설계용역 SPP해양조선 일반설계

통영 생산기지 제 2부두 건설공사 대우건설 실시설계

울돌목 조류발전 타당성조사 중 발전구조물 및 기타 구조분야 건일엔지니어링 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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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테니스장 확장공사 설계용역 한국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 일반설계

삼성중공업 3도크 900T G/C 기초보강 설계 용역 삼성중공업 일반설계

목포신항 시멘트부두 축조공사 실시설계 설계감리용역 세일종합기술공사 설계감리

포스코 포항 원료처리 능력증강 원료부두 #10,11 선석 연장설계 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포스코파워 광양 부생복합발전 1,2호기 건설 / 토목상세설계 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ORV해수배관 교체공사 가시설 설계 한국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 일반설계

쿠웨이트 NRP 정유공장 토목 설계용역 GS건설 일반설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4안벽 800톤 G/C 기초설계용역 외 3건 삼성중공업 일반설계

삼성중공업 3도크 동측 250톤 LLC 기초연장공사 삼성중공업 일반설계

울산 SK #1,2,3 Buoy 이설사업 SK건설/대우엔지니어링 실시설계

쿠웨이트 NRP EPC#4 입찰설계 (항만부분) 용역 현대건설/혜인이엔씨 입찰설계

포스코 광양 원료부두 축조공사 토목분야 설계 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신안조선타운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 항만분야 유신코퍼레이션 일반설계

장평리 첨단산업공장 전면 안벽 설치공사 설계용역 정아테크 일반설계

SPP조선 사천시 사남면 일대 의장안벽 등 조선시설 설계용역 SPP해양조선 일반설계

고성조선특구(삼호컨소시엄) 조성사업 실시설계 감리용역 삼호해양조선 설계감리

삼성중공업 신한내 Recess구간 박지준설 설계 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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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청도등표설치공사 설계용역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일반설계

고성조선특구(삼호컨소시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삼호조선/동명기술공단 일반설계

울릉도 청도등표설치공사 설계용역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일반설계

현대중공업 조선3야드 축조공사 T/K 입찰 설계 용역 현대건설/엠코 Turn-Key

사포기도등표 외 1개소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재공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일반설계

형제조선소 공유수면매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삼우환경컨설탄트 일반설계

현대중공업 해양H-DOCK 축조공사 실시설계 용역 현대건설/대영엔지니어링 대안설계

경북 김천 혁신도시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구조물설계 진영이엔씨 일반설계

SLS조선㈜ NO.3 선대 및 JETTY 안벽공사 설계 용역 SLS조선 일반설계

통영시 광도면 일대 의장안벽 등 조선시설 설계용역 SPP조선 일반설계

SLS조선㈜ NO.2 선대 선수부 연장관련 설계용역 SLS조선 일반설계

성동 조선 잔교식안벽 축조공사 설계용역 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Ras Laffan Port Expansion PJ & Nakilat Ship Repair Yard PJ
입찰설계용역

대우건설/데코컨설턴트 입찰설계

신림동 산94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토목공사 감리용역 파로스빌건설 시공감리

대우해양조선 NO.2 DOCK 연장 및 부대시설공사 설계용역(토목분야) 대영엔지니어링 일반설계

거제시 오비일반지방산업단지 인공조간대 조성공사 삼우환경컨설탄트 일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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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7-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반조사 및 가시설 설계 용역 파로스빌건설 일반설계

삼성중공업 G2 도크 연장공사 점사용 인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 삼성중공업 일반설계

인공조간대 및 수달해양휴식판 변경설계 및 변경인허가 용역 혜인이엔씨 일반설계

SLS 조선주식회사 안벽신설 및 준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SLS조선 일반설계

SPP 해양조선㈜ DRY DOCK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SPP해양조선 일반설계

포항 신항 제1부두 대형 방충재 보수공사 포스코건설 일반설계

베트남 카이멥(Cai Mep) 항만공사 포스코건설/에쓰이네스트 실시설계

덕포의장공장 1,2Quay 설치 설계용역 SPP조선 실시설계

SPP조선㈜ 고성공장 전면준설 및 선박계류를 위한 인허가 용역 SPP조선 일반설계

낙동강 살리기 사업 32공구(구미, 상주, 의성지구) 녹색벨트 
설계 용역 [구조및토질]

제일엔지니어링 실시설계

여수 EXPO 주제관 기술제안 입찰 현대건설/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입찰설계

“투르크메니스탄 해군기지 건설공사”기본설계 용역 현대엠코/데코컨설턴트 기본설계

당진화력본부 제2연료하역부두 구조검토 용역 거원엔지니어링 설계검토

화성향남2지구 자동크린넷 시설공사 턴키 기본설계 엔백 Turn-key

General Cargo & Methanol Terminal, Salalah / Oman GS건설 입찰설계

L/D2 해양용 대형화 개조 설비 설계 및 인허가 용역 삼성중공업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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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OLI WATER FRONT PROJECT HOTEL Dazone Libya Engineering 실시설계

감천항 정온도 향상 외곽시설 축조공사 기본설계 용역 SK건설/LIG건설 기본설계

Construction Supervising Contract for Container sea port terminal 4M Partners Vietnam Co., LTD 시공감리

8000톤 FC용 비트설치 안정성 검토용역 삼성중공업 실시설계

2012 여수세계박람회 Big-O 사업 입찰(실시)설계 용역 현대건설 실시설계

장평리 첨단산업공장 전면안벽 설치공사 감리용역 정아테크 설계감리

 Bangladesh Ashugunj CCPP 토목분야 입찰설계용역 이파워기술단 입찰설계

 충주시 노은면 법동리 골프장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 대호산업 실시설계

광양중마일반부두 기존안벽시설 안정성 검토용역 광양훼리 실시설계

 목포항 카페리 2부두 함선 안정성 검토 용역 씨월드고속훼리 실시설계

 여수 관광선부두 계류시설 구조계산 용역 씨케이마린 일반설계

 Qurayyah IPP 1 Project 토목분야 입찰설계 이파워기술단 입찰설계

 익산시계-익산역 도로확장공사 지하차도 가시설 실시설계 남강이앤씨 실시설계

 양평 단월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티이씨건설 일반설계

 중화동항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아이엔씨엔지니어링 실시설계

KP-1 PROJECT 토못설계 용역 중 플랜트 기초설계용역 세광종합기술단 일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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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력항 확장/보강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대우건설 실시설계

수니교 교량형식변경 설계용역 현대건설 일반설계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기본설계용역 대림산업 외 6 일반설계

Yeosu Oil Terminal Project의 
기존해상구조물 안전성검토 및 보강설계용역

에스피이 일반설계

율촌복합화력 제2호기 증설공사 투자비 산출 용역/ 토목설계용역 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S-OIL　NEW SPM Construction Project 대우건설/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대우조선해양 역사전시관 관련 인허가 및 시설설계용역 대우조선해양 일반설계

인도네시아 기력발전소 취수시설 건설공사/ 토목설계 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Geo-je ok-po stage 시공도 작성 MakMax Korea Inc. 일반설계

"투르크메니스탄 수리조선단지 건설공사“실시설계 용역중
접안시설 및 상가시설(토목부분) 설계

데코컨설턴트 일반설계

여수엑스포 주제관 실시설계변경 용역
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실시설계

한주 해수취수설비 이설관련 기본설계용역/ 토목설계 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북항지역 기본설계/ 토목 상·하부설계 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신한내 매립공사 안벽 및 호안 상치 안전진단 삼성중공업 안전진단

H-DOCK GATE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 구조 및 지반분야 대영엔지니어링 실시설계

화성향남2지구 자동크린넷 시설공사 턴키 실시설계 엔솜 Tur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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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리기 사업 32공구(구미, 상주, 의성지구) 두산건설 실시설계

감천항 정온도 향상 외곽시설 축조공사 실시설계 용역 에스케이건설 외 4 실시설계

인천발전소 대체1,2호기 건설 Owner's Engineering 용역 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거제조선소 7안벽 자재하역장 보강공사 설계용역 삼성중공업 일반설계

사우디 Rabigh Ⅱ CP3 Project 중 토목/철골 입찰설계 용역 한화건설 입찰설계

대우조선해양 역사홍보관 관련 계류시설 감리용역 대우조선해양 시공감리

수도권서부고속도로(수원~광명) 민간투자사업 포스코건설 일반설계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실시설계용역 대림산업 실시설계

사우디 Shoaiba Ⅱ 1440MW CCPP 입찰설계용역 현대엔지니어링 입찰설계

삼성토탈 STC #2 접안시설 축조공사 대안설계용역 삼성중공업 대안설계

Zubair Oil Field Development Project 현대중공업 일반설계

Rehabilitation and Expansion of SWTP. YANBU(사우디) 한라오엠에스 일반설계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1단계) 축조(2공구)공사(T/K) 기본설계 포스코건설 외 3 기본설계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축조공사 기본설계 용역 대림산업 외 2 기본설계

동해남부선 덕하 차량기지 건설공사 T/K설계 포스코엔지니어링 Turn-key

Yeosu Oiltank Terminal 건설공사 벽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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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S-oil 원유하역시설 EPC 프로젝트(육상 해저배관 토목설계) 포스코엔지니어링 일반설계

당진화력 9,10호기 석탄취급설비용역 아시아플렌텍 일반설계

SEC Jeddah South 2400MW Power Plant 입찰설계용역 현대엔지니어링 입찰설계

울산신항 북방파제(제3공구) 축조공사 턴키설계 유일종합기술단 Turn-key

(광양)석탄가스화사업 부지조성 2차 긴급공사 포스코건설 일반설계

신형식 해상풍력발전 구조물에 대한 기본설계 및 경제성 분석 포스코엔지니어링 기본설계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1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1공구) 두산건설 일반설계

삼남석유화학 삼남부두 접안시설 정밀안전점검 삼남석유화학 안전진단

범천동 ○○ 주택 신축공사 Barret Pile 열 교환 장치 설치에 따른 
구조계산서 작성용역

대림산업 일반설계

Bibiyana 300~450MW CCPP 입찰설계용역 현대엔지니어링 입찰설계

Al-Anbar Combined Cycle Gas Station Project 현대엔지니어링 일반설계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물량수정내역입찰에 따른 성과품 검토용역 남광토건 일반설계

광양항 원료부두 7선석 실시설계 및 용역 실시설계용역 포스코건설 실시설계

포항부생복합발전 1,2호기 건설공사 설계용역 / 토목상세설계 포스코엔지니어링 일반설계

여수화력발전소 1호기 설계기술용역(취,배수구조물 설계) 현대엔지니어링 일반설계

자메이카 LNG FSRU (건축설계) 삼성엔지니어링 일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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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신의 연도교 개설공사 Pc House 구조안정성검토 용역 삼보E&C 일반설계

부산항 신항 송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기본설계용역 대림산업 기본설계

3도크 450톤 G/C 기초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삼성중공업 안전진단

수중취수터널 연결수직구 조성에 따른 GUIDE CLAMP & CASING 
자립검토 용역

삼보E&C 일반설계

필리핀 Subic 석탄화력발전소 (취/배수 2차 설계) 현대엔지니어링 일반설계

여수열병합 보일러증설 실시설계 한회건설 실시설계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1단계) 축조(2공구)공사(T/K) 실시설계 및 
직접경비용역

포스코건설 외 3 실시설계

삼척그린파워 현장 본 호안 구조검토 대림산업 일반설계

성동 3단계 추가산업단지 설계용역 / 안벽설계 포스코엔지니어링 일반설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요트경기장(왕산마리나) 건설공사 (설계감리, 
설계V.E, 건설기술심의 등)

고산엔지니어링 감리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축조공사 실시설계 용역 대림산업 실시설계

노후보일러 대체설비 기술용역 / 토목기본설계 포스코엔지니어링 기본설계

울산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도시계획) 현대엔지니어링 일반설계

거제 8안벽 Valemon 실시설계 삼성중공업 실시설계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1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1공구) 
이주단지 외곽성토부 검토용역

두산건설 일반설계

인도네시아 Bayah Cement Plant 입찰설계 기술용역 및 견적업무

(토건부문)
이테크건설 입찰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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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Sukabumi Cement Plant Project 이테크건설 입찰설계

성산2교외 5개소 정밀점검용역-서부 서울특별시 안전진단

지죽등표 외 1개소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실시설계

광양항 원료부두 7선석 실시설계 인력지원 한맥기술 실시설계

율촌II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설계용역 (플랜트토목(해상)) 현대엔지니어링 일반설계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1단계) 축조(1공구)공사 기본설계 T/K용역 세일종합기술공사 Turn-key

보보스(엔젤)골프장 코스조성공사 中 실시설계용역(미확정공정) 삼성에버랜드 실시설계

당)철재 전용부두 축조공사 강관파일 보강 설계용역 현대엠코 일반설계

서울도곡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증축공사 흙막이 설계변경 및 복공설계 
용역

애향건설 일반설계

안산복합발전사업 상세설계용역 / 냉각수 인입배관 설계 포스코엔지니어링 일반설계

광양 HF PJ 중 토목/철골 견적설계 한화건설 일반설계

라오스 르앙프라방 골프장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DAWOOM LAO W. LTD 일반설계

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대안) 입찰설계용역(항만분야) 동부엔지니어링 입찰설계

New Yard Development Phase2, Singapore 대영엔지니어링 입찰설계

이라크, Construction of the Staging Pier for Al-Faw Grand Port, 
Design and Build Contract

쌍용건설 입찰설계

광양항 원료부두 #7선석 신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에스엔엔씨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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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다이 시오가마항 방조제 피해복구 업무 일본항만컨설턴트 일반설계

RHI Integrated Steelworks PKG.A (토목, Offshore) 삼성엔지니어링 입찰설계

Jazan Refinery & Terminal Project PKG14 (토목) 삼성엔지니어링 입찰설계

모로코 Safi New Port PJ 대우건설 입찰설계

태국 NST Shore Base Construction Project 포스코엔지니어링 입찰설계

Shuqaiq 2400MW + 10% Steam Power Plant 입찰설계용역(취배수 
입찰설계)

현대엔지니어링 입찰설계

Shuqaiq 2400MW + 10% Steam Power Plant 입찰설계용역(Jetty 
Facility 입찰설계)

현대엔지니어링 입찰설계

포스코에너지 복합화력 7,8,9호기 설계용역 / 토목설계 포스코엔지니어링 일반설계

S-OIL New SPM Construction Project 전면책임감리용역 S-OIL 감리

5공장 UAE PJT LOAD-OUT 토목 기초 설계 성진지오텍 일반설계

Barrancabermeja Refinery Modernization Project 입찰설계 항만설계용역 SK건설 입찰설계

제주대정 해상풍력 건설사업 설계기술용역 도화엔지니어링 일반설계

CIPREL IV PROJECT - COMBINED CYCLE - VOLET B 한라건설 입찰설계

Ghana Takoradi T2 Expansion Project C.W. SYSTEM MARINE 
WORK / Sundwall Design and Field

포스코엔지니어링 입찰설계

쿠웨이트  Sulphur Handling Facilities Project 현대중공업 입찰설계

남해부표관리소 태풍피해복구 실시설계용역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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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삼성중공업 안전진단

10MW RPF 발전 프로젝트 기본설계 및 기초조사 용역 (토목설계) 건화 기본설계

하서등표 외 1개소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실시설계

해상풍력 기상탑 상세설계 + 확산단지 기상타워[HeMOSU-2] 설계용
역

리스트강구조연구소 일반설계

금강광역상하수도 노후관 갱생공사(T/K) 중 토질 및 기초분야 설계 경동엔지니어링 Turn-key

Cilacap RFCC Project 의 대선접안용 안벽시설 실시설계 용역 GS건설 실시설계

거제 Inpex CPF 작업장 기초 설계 삼성중공업 일반설계

행정중심 복합도시 자동크린넷(2차) 시설공사(T/K) 용역 토목분야 
실시설계 용역

세원이엔이 Tur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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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ᆞ장 신항만 남측안벽(2공구) 축조공사 실시설계 TK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대림산업 Turn-Key

99-5951-2 기본설계 Turn-Key 및 실시설계 해군본부, 대우건설 Turn-Key

광양항 3단계(1차) 컨테이너 터미널 축조공사 대안설계 한국컨테이너공단, 현대건설 대안설계

광양항 3단계(2차) 컨테이너 터미널 축조공사 대안설계 한국컨테이너공단, 현대건설 대안설계

광양항 중마 일반부두 축조공사 기본설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성건설 Turn-Key

평택항 내항 동부두(#1,2,3)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현대산업개발 민간투자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 터미널 대안설계 한국컨테이너공단, 현대산업개발 대안설계

부산 신항 남컨테이너(2-2단계, 하부) 축조공사 대안설계 한국컨테이너공단, 대림산업 대안설계

울산신항 남방파제(1공구) 축조공사 대안설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현대건설 대안설계

부산 신항 2-3단계 컨테이너터미널(4선석) 민간투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현대산업개발 민간투자

부산 신항 남컨 준설토투기장 가호안 축조공사(1공구) 대안설계 한국컨테이너공단, 현대산업개발 대안설계

궁촌항 개발사업 대안설계용역 엠코 대안설계

중문 마리나 기본 및 실시설계 (주)성안관광 일반설계

마산항 제 5부두 안벽 축조 및 야적장 마산지방 해양수산청 일반설계

다대포항 방파제 설계용역(장기계속 1차) 해운 항만청 일반설계

자가용 LNG 터미널 항만공사 기본 및 상세설계용역 포스코 일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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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해수취수설비 설계용역 포항종합제철 일반설계

평택 LNG인수기지 및 관련설비 설계용역 한국가스공사 일반설계

AIR-COLLED H/E MODULE SKIDS 설계용역 ARCO 일반설계

인천북항 유류하역시설(돌핀) 축조공사 Jacket 구조물 설계용역 LG-CALTEX 일반설계

인천율도 매립지내 저유시설 공사 한국석유공사 일반설계

평택 LNG인수기지 1차 확장설계 한국가스공사 일반설계

수도권 유류비축기지 조사설계 한국석유공사 일반설계

중동 쓰레기소각장건설 기본설계 부천시 일반설계

여천 공업기지확장 단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일반설계

T-1 입출하부두 설계용역 한국석유공사 일반설계

L-1 입출하시설(연안선 부두) 설계용역 한국석유공사 일반설계

KNPC NRP EPC #4 입찰설계 현대건설 일반설계

인천-영종도간 해저구간 송유관건설 토목설계용역 (주)대한송유관공사 일반설계

T-6 비축기지건설공사 토목분야 기본설계 한국석유개발공사 일반설계

평택인수기지 3차확장호안 및 도류제 설계용역 한국가스공사 일반설계

평택인수기지 확장부지 연약지반처리 설계용역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통영생산기지 해수취배수 및 진동기초설계 한국가스공사 일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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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탱크터미널 공유수면매립공사 설계용역 일반설계

온산항 정일에너지 돌핀파이프라인 설계용역 정일에너지(주) 일반설계

통영생산기지 건설공사 실시설계 및 감리기술 용역 한국가스공사 일반설계

정일에너지 온산TANK TERMINAL DOLPHIN 보강 및 개축공사설계 정일에너지(주) 일반설계

HCC EDC/VEM PROJECT (주)한화종합화학 일반설계

충청권 비축기지 조사설계용역 한국석유공사 일반설계

SK #2 해저배관 이설공사 토목설계 SK 건설 일반설계

광양LNG터미널 항만공사 설계용역 포스코개발(주) 일반설계

한화에너지 복합발전소개조사업 토목설계 (주)대우에니지어링 일반설계

GUAM unit#4호기 토목설계용역 (내연발전설비)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리비아 머스라타 제철소 공사 리비아 경공업성 일반설계

한화에너지 복합발전개조사업 3차2단계 토목설계용역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한화에너지 복합화력 4차사업 토목설계용역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초성리 시멘트유통기지 부지조성 실시설계용역 (주)한라시멘트 일반설계

부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토목실시설계용역 부천시청 일반설계

인천국제공항 소각로시설 입찰토목설계용역 (주)대우 일반설계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토목분야설계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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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U SERAYA CCPP PJ/SINGAPORE 토목분야입찰설계용역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KF-2 PROJECT (주)휴먼텍코리아 일반설계

초성리 SILO신축공사 토목설계용역 라파즈한라시멘트(주) 일반설계

마이크로스케일 평택공장건설공사 토목설계 (주)휴먼텍코리아 일반설계

삼성코닝아산공장 MASTER PLAN 용역 (주)휴먼텍코리아 일반설계

AL SHUWEIHAT SI PJ토목입찰설계용역 (주)대우엔지니어링 입찰설계

삼성코닝 아산공장 실시설계용역 (주)휴먼텍코리아 일반설계

매립가스자원화 제1단계사업(6.5MW 발전설비) 실시설계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토목입찰설계용역 (주)대우 입찰설계

용인 집단에너지열공급시설 설계용역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태안 화력발전소 1,2호기 종합 설계기술용역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한화에너지 냉각수 취배수설비설계 기술용역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호남석유 열병합 발전설비 건설사업 토목설계 용역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거평화학열병합 발전소 토목설계 용역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울산복합화력 탈황설비공사 입찰설계용역 (주)대우 입찰설계

서산입출하부두 및 제품탱크토목설계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남원 원료공장 현대화건설공사 토목분야입찰설계 (주)대우 입찰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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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 가스터빈 증설공사 토목설계용역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쌍용자동차 154kv 수전선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쌍용자동차 일반설계

신규오리멀젼 발전소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UPSC 154kv 노후전기설비 대체사업 실시설계용역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LG카본공장 터빈발전기 증설사업 실시설계용역 LG화학(주) 일반설계

강남지역난방 연료저장소 건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일반설계

UPSC 제3단계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한림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한국전력공사 일반설계

부천복합화력발전 설계기술용역 한국전력공사 일반설계

수서지구 열공급 시설공사 상세설계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일반설계

목동소각장 증설사업 입찰 설계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입찰설계

대전 3.4공단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입찰 설계용역 (주)대우엔지니어링 입찰설계

삼천리 용인집단에너지 입찰설계 삼천리 입찰설계

울산석유화학지원 제1공장(열병합 발전소) 실시설계용역 UPSC 일반설계

울산석유화학지원 콘덴서설치 상세 및 감리용역 UPSC 일반설계

동양메이져 발전설비 입찰 설계서 작성용역 동양시멘트(주) 입찰설계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실시설계 대구염색관리공단 일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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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복합화력 성능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한국전력공사 일반설계

한화종합화학 보일러증설사업 실시설계용역 한화종합화학(주) 일반설계

대전 3,4공단 열수송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대전 3,4공단 사업소 일반설계

안산지역난방 열생산시설 건설공사 입찰설계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턴키설계

울산석유화학지원 제1공장(열병합 발전소) 기본설계용역 UPSC 일반설계

용인수지2지구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및 관로 실시설계 엔백(주) 일반설계

수지환경센타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실시설계 엔백(주) 일반설계

광명소하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입찰 설계 엔백(주) 입찰설계

용인흥덕지구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입찰 설계 벽산엔지니어링 입찰설계

과천주공11단지 Green Zoon 설치공사 토목설계용역 엔백(주) 일반설계

김포장기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입찰설계 (주)삼안 입찰설계

송도국제도시 4공구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계용역 엔백(주) 일반설계

광명시 4대 재건축 쓰레기자동집하시설 토목설계용역 엔백(주) 일반설계

과천주공3단지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실시설계 엔백(주) 일반설계

가좌 Smart Town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제안서 작성용역 엔백(주) 일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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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학산업단지 오수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실시설계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용인동백지구 광역상수도 이설 실시설계 한국토지공사, 강산건설 일반설계

부산과학산업단지 배수지 보완설계용역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소사용이지역 배수관매설 실시설계용역 평택시 일반설계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양평군 수도사업소 일반설계

용인동백지구외 상수도(지구외~배수지)실시설계용역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마북천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 용인시 일반설계

오산천 하천정비 실시설계용역 용인시 일반설계

노후하수관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설계

신봉동일원 배수관로 갱생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인시 일반설계

고기동 배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인시 일반설계

용인동천지구 지구외 우수관로 및 상수도 관로공사 현대건설(주) 일반설계

용인동백지구1,2공구중 상수도 실시설계용역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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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분야
프로젝트 명칭 발 주 처 발주형태

파주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경기도시공사 일반설계

청주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충주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파주출판문화단지 2단계 실시설계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청주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오산궐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 경기도시공사 일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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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분야 프로젝트 명칭 발 주 처 발주형태

용인죽전지구 특별설계단지 도로개설 실시설계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외곽도로) 설계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남양주 호평평내지구 주변도로 실시설계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파주교하지구 주변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화성향남지구 주변도로 건설사업 실시설계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고양시 건설사업소 일반설계

안성공도지구 도래개설공사 실시설계 경기도시공사 일반설계

전주과학산업단지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경기포승지구 3단계 개발사업 도로개설 실시설계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용인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인시 일반설계

동삭교~동삭교차로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평택시 일반설계

화성남양뉴타운 도로개설 실시설계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내어둔~반정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인시 일반설계

원산면 미평교 교량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인시 일반설계

용인하수처리장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인하수도사업소 일반설계

샛말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의왕시 일반설계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중교통 중심도로 1단계 실시설계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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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선박 

수리시설 분야
프로젝트 명칭 발 주 처 발주형태

옥포조선소 제2DOCK 실시설계 대우조선공업(주) 일반설계

중문 마리나 기본 및 실시설계 (주)성안관광 일반설계

충무 신아조선 제1, 3선가대 설치공사 설계 신아조선 일반설계

00지구 건선거 건설공사 설계ᆞ시공 일괄입찰용역 해군본부, 현대건설 Turn-Key

SPAR 조립장 조성 및 안벽축조공사 설계용역 삼성중공업 일반설계

신아조선 중앙부두 보강공사 설계용역 신아조선 일반설계

느태작업장 블록안벽 설치공사 설계용역 신아조선 일반설계

해남조선소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대한조선(주) 일반설계

피솔 메가작업장 서측기초 연장 및 돌핀공사 기본/실시설계 삼성중공업 일반설계

현대삼호중공업 #2안벽 연장공사 설계용역 현대건설 일반설계

느태안벽 Heavy Zone 조성공사 설계용역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피솔 해양작업장 부지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삼성중공업 일반설계

가로지 안벽 보완공사 설계용역 삼성중공업 일반설계

신아조선내 안벽전면 박지 준설공사 설계 신아조선 일반설계

피솔 메가블록 제작장 조성공사 설계용역 삼성중공업 일반설계

SPP 해양조선 선가대 설치공사 실시설계 SPP 해양조선 일반설계

SPP 정공(주) 덕포조선소 건설공사 설계 SPP 정공(주) 일반설계

SPP 해양조선 Dry Dock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SPP 해양조선 일반설계

SLS 조선(주) 안벽신설 및 준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SLS 조선(주) 일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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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토목

구조 분야
프로젝트 명칭 발 주 처 발주형태

광양항 배후단지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해양수산부 일반설계

삼성 SDI 진입교량 및 부대시설 건설공사 설계용역 삼성중공업 일반설계

경부 고속철도 건설공사(2-2공구) 실시설계 고속철도공단 일반설계

낙단대교 가설공사 실시설계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Turn-Key

대만고속철도공사 C240 설계 대만 고속철도공사 Turn-Key

밀양댐 건설공사 취수탑 설계 수자원공사 일반설계

수문이중화 실시설계 용역 송파구청 일반설계

동작대로 도로확장공사 설계용역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일반설계

만경교 가설공사 실시설계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 일반설계

와디가나 교량보수공사 실시설계 (주)대우 일반설계

석사교 가설공사 실시설계 원주 지방 국토 관리청 일반설계

충무교 가설공사 대전 지방 국토 관리청 일반설계

행주대교 주탑부 상환폭파 해체공사 설계 벽산건설 일반설계

수도권신공항 고속도로(연육교2공구)공사 / 중하부공 및 교각설계용역 한국도로공사 일반설계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교량구조물 설계 1공구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 일반설계

평택 인수기지 3차 확장교량설계용역 한국가스공사 일반설계

삼성SDI진입교량 및 부대시설 건설공사 실시설계 삼성중공업(주) 일반설계

여주IC-장호원2도로건설공사 구조물실시설계용역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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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 및 

지반분야
프로젝트 명칭 발 주 처 발주형태

울산화력#4,5,6호기 기본 및 실시설계 한국전력 일반설계

(미)U.E.C.발전소설계연수 및 고정화력기본설계 한국전력 일반설계

울산화력#4,5,6호기 설계 한국전력 일반설계

군산자동차 매립공사현장 토지개발공사 일반설계

한화에너지복합개조사업 토목설계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월드컵주경기장건설공사 삼성엔지니어링(주) 일반설계

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건설공사토목실시설계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군산수송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일반설계

파주 첨단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 토공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한국토지공사, (주)금호ENG 일반설계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조사설계 용역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충주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도서지역 발전소 토목설계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중동쓰레기소각로 토목설계 (주)대우 일반설계

한국오미아한백PLANT토목설계 (주)대우 일반설계

울산화력가스터번증설공사토목설계용역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럭키여천카본공장발전시설증설공사 토목설계 (주)대우엔지니어링 일반설계

부곡차량기지 TURN KEY 토목실시설계용역 (주)대우 TURN KEY

서호CC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 (주)남산건축 일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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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분야
프로젝트 명칭 발 주 처 대상시설

목포항 안벽 안전진단용역 해운항만청 항만시설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진단(삼성중공업거제조선) 삼성중공업 항만시설

울산항6부두 야적장 150t 크레인설치에 따른 부두 안정성 검토 울산컨테이너터미널 항만시설

광양항 낙포부두 3선석 접안능력증대공사 중 정밀안전진단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항만시설

북부하수처리장 침사지 제방 정밀안전진단용역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항만시설

광양항 관리부두 제품부두 여수신항2부두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여수항건설사무소 항만/정유시설

정일에너지(주) 온산 TANK TERMINAL 안전진단용역 정일에너지 항만/정유시설

인천정유소 부두시설 정밀점검용역 에스오일 항만/정유시설

군산정유소 1부두 정밀점검용역 엘지칼텍스정유 항만/정유시설

지방도 403호선 강촌교 정밀안전진단 진화기술공사 교량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천2,3가교 및 귤현가교 정밀안전진단 경인운하 교량

황령산터널 정밀안전진단 이제이텍 터널

국도 43호선 전도치터널(상)외 3개소 정밀점검기술용역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터널

안산선 반월~상록수간 안산터널 정밀안전진단 철도청서울지역사무소 터널

구성포-두촌 국도현장 정기안전점검 대림산업 도로시설

평택~이동간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중 초기안전점검 대림산업 도로시설

광주도시철도 1-10공구현장 안전점검 현대건설 지하철

진주~통영간고속도로 건설공사(21공구) 수로암거 정밀안전진단 삼성중공업 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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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분야 프로젝트 명칭 발 주 처 발주형태

향촌 농공단지 토목 실시설계 감리 용역 삼호조선 설계감리

베트남 시공감리 기술지원 4M Partners Vietnam 시공감리

목포신항 시멘트부두 축조공사 실시설계 설계감리용역 세일종합기술공사 설계감리

고성조선특구(삼호컨소시엄) 조성사업 실시설계 감리용역 삼호조선/동명기술공단 설계감리

신림동 산94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토목공사 감리용역 파로스빌건설 시공감리

인천북항 목재부두 전면책임감리용역(1차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책임감리

여호항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3차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책임감리

대포항 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1차)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책임감리

영일만 신항개발 외곽시설(북방파제) 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책임감리

홍도항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책임감리

정일1부두(1,2번석) 능력증강 및 보수, 보강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정일스톨트헤븐울사 책임감리

평택, 당진항 양곡부두(2선석) 민간투잣업설계 감리 및 기술자문용역 고려개발 설계감리

광양국가산업단지 공장부지조성 및 시멘트하역부두 건설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라파즈한라시멘트 책임감리

동북화학(주) 전용부두 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동북화학 책임감리

평택인수기지 1차 확장설계 및 감리기술용역 한국가스공사 설계감리

T-1 Buoy 시설공사 감리용역 한국석유개발공사 시공감리

T-1 비축기지공사 시공감리용역 한국석유개발공사 시공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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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설계분야 프로젝트 명칭 발 주 처 발주형태

00지역 시설공사 육군본부 일반설계

산본지구 대지조성공사 대한주택공사 일반설계

부산엄궁지구 택지조성공사 부산광역시 일반설계

고양화정지구 대지조성공사 한국토지공사 일반설계

송포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경상남도 삼천포시 일반설계

죽림만 매립공사 경상남도 통영군 일반설계

부산해상신도시 인공섬 조성공사 부산광역시 일반설계

월송관광(oak valley)단지조성공사 한솔개발 사업기획

여천복합단지 조성공사 한솔개발 사업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