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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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6

내용

2023. 01. 01

조직개편 (대표이사, 1소, 8부, 17팀, 4지사)

2022. 07. 01

부산지사 개소(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129)

2021. 03. 17

경북지사 개소(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6길 16 부띠끄시티드라마)

2020. 07. 01

전북지사 개소(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194 로자벨시티)

2020. 03. 01

충남지사 개소(주소: 대전 유성구 온천로60 사이언스타운)

2019. 11. 25

2019년 가족친화인증 우수기업 선정 (여성가족부)

2019. 06. 26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고용노동부)

2019. 07. 15

대전지사 개소(주소: 대전 서구 청사로148 매그놀리아)

2019. 01. 01

전남지사 개소(주소: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빛가람동) 가동)

2018. 04. 01

조직개편 (대표이사, 1소, 1실, 7부, 22팀, 3지사)

2017. 02. 06

춘천지사 개소(주소: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89(온의동, 트리풀타워상가)

2007. 12. 01

경기지사 이전(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50, 관양두산벤처다임 )

2007. 05. 01

본사 이전(주소: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989-5번지)

2006. 08. 01

경기지사 개소(서울사무소 이전)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2005. 06. 15

서울사무소 개소(주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6-5번지 다물빌딩)

2000. 01. 19

화신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개설

1993. 10. 18

엔지니어사업자 등록(도로, 도시계획, 수자원, 상하수도 등 20개 부문)

1993. 10. 15

회사 설립(사업자등록번호 221-81-06648)

1993. 10. 01

회사 창립(주소: 강원도 강릉시 교1동 1740-1번지)

6

대표이사

기술연구소

국내지사

토목사업부

도시사업부

수자원부

수도사업부

환경부

건설사업관리부

업무부

총무부

도 로 팀

도 시 1팀

수자원 1팀

상하수도 1팀

영향평가팀

건설사업관리팀

업 무 팀

총 무 팀

구 조 팀

도 시 2팀

수자원 2팀

상하수도 2팀

지 반 팀

교 통 팀

건설사업관리단

전 산 팀

기 전 팀

조 경 팀

부

서

전화번호

부

서

전화번호

기술연구소

031-8097-7455

상하수도

031-8097-7420

도로

031-8097-7281

기전

031-8097-7444

구조

031-8097-7324

환경

031-8097-7338

지반

031-8097-7316

건설사업관리

031-8097-7280
031-8097-7391

도시

031-8097-7222

총무

031-8097-7200
031-8097-7460

교통

031-8097-7270

전산

031-8097-7460

조경

031-8097-7250

업무

031-8097-7202

수자원

031-8097-7371

7 7

8

No

구 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관련기관

1

엔지니어링사업자(도로. 공항 등 20개 부분)

E-9-264

1993. 10. 18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

공공측량업

제03-1014호

1994. 10. 06

강원도

3

전문감리업(토목)

제6-토-2호

1996. 07. 25

강원도

4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제서-103호

1998. 12. 18

(사)환경영향평가협회

5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대행자

제116호

1999. 12. 23

국토교통부

6

기업부설연구소

제20001057호

2000. 01. 19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7

해외건설업

제296호

2006. 02. 13

건설교통부

8

안전진단전문기관

강원-10호

2007. 05. 25

강원도

9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사전재해 외 3개)

제20호

2007. 08. 03

소방방재청

10

전문감리업(종합)

강원감리-종-7호

2008. 10. 30

강원도

11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대행자

제1-33호

2010. 06. 10

교통투자평가협회

12

전문감리업(전력)

강원 제2-74호

2010. 06. 22

강원도

13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강원도 제5호

2010. 11. 11

강원도

14

전문설계업 1종(전력)

강원 제1-82호

2011. 03. 15

강원도

15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강원도 제9호

2013. 12. 16

강원도

16

건설기술용역업(설계, 사업관리-일반)

제 강원-2-18호

2014. 10. 01

강원도

17

기술진단전문기관

제2호(하수관로)

2015. 05. 07

원주지방환경청

18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강원도 제3호

2015. 08. 19

강원도

19

소프트웨어사업자

B15-108017

2015. 10. 1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

중소기업확인서

0010-2015-41020

2016. 03. 31

중소기업중앙회

21

직접생산확인(공간정보)

제2014-24102호

2016. 08. 12

중소기업중앙회

22

직접생산확인(지질조사)

제2014-24102호

2016. 08. 12

중소기업중앙회

23

직접생산확인(측량)

제2015-02873호

2017. 02. 11

중소기업중앙회

8

기술사 및 특급

인원

건설기계

1

건축구조

1

건축전기설비

사업분야별 기술자

인원

도로

10

2

구조

13

교통

4

지반

11

도로 및 공항

12

도시계획

10

도시계획

14

상하수도

10

교통

6

수자원개발

8

안전관리

1

조경

9

일반기계

1

수자원

22

정보관리

1

정보통신

1

상하수도

21

조경계획

6

기전

12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

토목구조

9

환경

11

토목시공

23

건설사업관리

76

토질지질

7

환경(대기관리)

1

기타

35

환경(소음진동)

1

환경(자연환경)

1

환경(폐기물처리)

2

계

103

계

240

9 9

10

10

11

11

12

12

사업명

기간

발주처

정선읍 신도로망구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20. 05 ~ 2021. 10

강원도

곡성 석곡IC-겸면(1공구) 도로시설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019. 12 ~ 2021. 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동이천 IC 건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7. 12 ~ 2019. 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당진 - 천안(인주 - 염치)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2공구)

2017. 12 ~ 2019. 09

한국도로공사

포항 효자 - 상원 도로 건설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 입찰설계(T/K)

2017. 10 ~ 2019. 11

㈜포스코건설

덕평 - 매곡 도로확포장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7. 08 ~ 2019. 08

경기도건설본부

상기 - 내리 도로확포장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7. 06 ~ 2019. 08

화성시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광로 3-4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2017. 02 ~ 2017. 12

원주시

국지도 88호선 도계 - 영월 도로건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6. 07 ~ 2019. 0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새만금 -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6공구)

2016. 02 ~ 2017. 04

한국도로공사

광주 - 완도(공주 - 강진)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4공구)

2015. 03 ~ 2016. 05

한국도로공사

2015년 국도시설개량조사

2015. 03 ~ 2015. 06

국토교통부

법원 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5. 02 ~ 2015. 10

파주시

포항 - 영덕 고속도로 실시설계(1공구)

2014. 03 ~ 2015. 12

한국도로공사

동서녹색 평화도로 연결사업 기본계획

2013. 12 ~ 2014. 01

철원군

국도 34호선(용궁 - 개포) 건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3. 03 ~ 2014.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송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 실시설계

2012. 06 ~ 2014. 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3차 국도, 국지도 5개년계획 사업비 적정성검토

2012. 06 ~ 2012. 1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해남 옥천 - 강진 도암 도로시설개량공사

2012. 05 ~ 2016. 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지도 58호선(송정 - 문동)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기술부문

2012. 01 ~ 2016. 08

한국교통연구원

지방도 408호선 무이 - 생곡 도로확포장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1. 06 ~ 2014. 01

강원도

홍제교 가설공사 실시설계

2011. 06 ~ 2012. 11

강릉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1공구)

2011. 02 ~ 2015.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언양 - 영천 고속도로 확장공사 보완설계(3구간)

2011. 01 ~ 2011. 09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6공구) 대안설계(T/K)

2010. 12 ~ 2012. 09

코오롱건설

함양 - 울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25공구)

2010. 09 ~ 2013. 04

한국도로공사

강릉옥계산업단지 기반시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0. 04 ~ 2011. 12

강릉시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기본설계(T/K)

2009. 11 ~ 2010. 04

GS 건설

중부내륙선(여주 - 구미) 고속도로건설공사 사후평가

2009. 09 ~ 2010. 09

한국도로공사

경부선 외 2개 노선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2008. 08 ~ 2009. 07

한국도로공사

13

13

14

14

사업명
사업명

기간
기간

발주처
발주처

2040년 홍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2019.06 ~ 2021.06

홍천군

OO지구 GB해제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2019.06 ~ 2020.12

화성도시공사

서천 군관리계획 재정비(제5차 국토종합계획 대비) 수립

2019.04 ~ 2020.07

서천군

202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2019.04 ~ 2020.10

수원시

고성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 수립

2019.02 ~ 2021.02

고성군

성남일반산업단지(하이테크밸리) 경쟁력강화사업 수립

2019.01 ~ 2020.06

성남시

2035년 양양 군기본계획 수립

2018.05 ~ 2019.12

양양군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2018.01 ~ 2018.05

강릉시

2040년 홍성군기본계획 수립

2017.07 ~ 2019.12

홍성군

김포시 2035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

2017.06 ~ 2021.06

김포시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2017.04 ~ 2018.12

양양군

2035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2017.04 ~ 2019.04

하남시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2017.04 ~ 2018.04

광명시

강릉 도시관리계획(경포3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수립

2017.03 ~ 2019.03

강릉시건설수도본부

2035 삼척 도시기본계획 수립

2016.12 ~ 2018.12

삼척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

2016.10 ~ 2017.12

평택시

우선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2016.06 ~ 2018.06

하남시

동읍,대산면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15.07 ~ 2017.12

창원시

강서구 도시관리계획(대저지구) 재정비

2015.06 ~ 2018.03

부산 강서구

2030 무안 군기본계획 재정비

2014.12 ~ 2017.03

무안군

2020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 수립

2014.10 ~ 2017.10

강릉시

2030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2014.09 ~ 2017.09

강릉시

구리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014.07 ~ 2016.12

구리시

2020 철원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2014.06 ~ 2017.12

철원군

동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2013.05 ~ 2017.11

동해시

2020 춘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2012.08 ~ 2016.01

춘천시

고창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2011.12 ~ 2015.02

고창군

춘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관리지역 추가세분) 수립

2009.06 ~ 2011.02

춘천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2008.01 ~ 2009.12

강릉시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변경

2007.04 ~ 2007.12

원주시

15

15

16

16

사업명

기간

발주처

주존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2020. 11 ~ 2021. 09

전라북도

노성천 광석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2018. 05 ~ 2020. 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곡천 외 2개소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2017. 03 ~ 2018. 11

경상남도

무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설계

2016. 06 ~ 2017. 04

충청북도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2016. 05 ~ 2016. 11

부산광역시

하천(용전천, 서방천) 기본계획 수립

2015. 09 ~ 2016. 09

광주광역시

금강 웅포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2015. 08 ~ 2016.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진전천 외 5개소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2015. 06 ~ 2016. 06

경상남도

대실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5. 04 ~ 2015. 12

정읍시

완도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2015. 02 ~ 2018. 12

완도군

황강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실시설계

2015. 01 ~ 2015. 07

경상남도

남강 서촌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2014. 08 ~ 2017.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임진강 고랑, 미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2014. 08 ~ 2017. 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흥정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2014. 08 ~ 2016. 06

평창군

감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

2014. 06 ~ 2016. 06

부산광역시

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4. 06 ~ 2015. 09

전주시

창리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

2014. 05 ~ 2015. 08

평창군

평창군 오대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수립

2014. 04 ~ 2015. 08

한국환경공단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3. 12 ~ 2015. 11

대구광역시

한강 팔당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2013. 10 ~ 2016. 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노성천 노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2013. 10 ~ 2014.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남강 와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2013. 10 ~ 2015. 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함평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2013. 05 ~ 2018. 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3. 04 ~ 2014. 05

원주시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2013. 03 ~ 2014. 05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정비) 및 지방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

2012. 12 ~ 2016. 09

강릉시

고부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2012. 05 ~ 2017. 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임진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2012. 06 ~ 2017. 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덕천강 원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2012. 05 ~ 2015.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양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2011. 09 ~ 2017. 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7

17

18

18

사업명

기간

발주처

괴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2020. 07 ~ 2022. 04

괴산군

화천군 가축분료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19. 12 ~ 2022. 01

화천군

횡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2017. 07 ~ 2018. 10

횡성군

속초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2017. 06 ~ 2018. 10

속초시상수도사업소

인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2017. 04 ~ 2018. 04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

동해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실시설계

2016. 12 ~ 2017. 02

동해시

거창군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 실시설계

2016. 12 ~ 2017. 06

거창군

2017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한 기본설계(홍천군)

2016. 12 ~ 2017. 05

한국환경공단

2017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무주군)

2016. 12 ~ 2017. 05

한국환경공단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공급처리시설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 기본계획

2016. 09 ~ 2017. 04

한국농어촌공사

과학벨트 거점지구 오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6. 08 ~ 2017. 10

대전광역시

동해시 하수관거정비사업(부곡, 북평분구) 실시설계

2016. 06 ~ 2017. 11

동해시

의왕시 삼동처리분구 하수관거 개량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6. 05 ~ 2017. 11

의왕시 환경사업소

2016. 05 ~ 2017. 01

한국환경공단

2016. 05 ~ 2017. 01

한국환경공단

2016. 05 ~ 2016. 12

한국환경공단

초당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6. 05 ~ 2017. 05

강릉시

홍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

2016. 05 ~ 2017. 05

홍성군

동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6. 02 ~ 2016. 11

양구군

도계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5. 11 ~ 2017. 02

삼척시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 2단계) 증평계통송수시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 시설계

2015. 10 ~ 2017. 04

한국수자원공사

부론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변경)

2015. 08 ~ 2015. 10

원주시

태백시 화전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5. 07 ~ 2016. 10

태백시

방림(계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기본실시설계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2015. 06 ~ 2017. 03

평창군

원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2015. 06 ~ 2018. 04

원주시

군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변경)

2015. 05 ~ 2016. 08

군산시

동송하수처리구역(철원 2, 동송 4)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

2015. 04 ~ 2016. 06

철원군

황구지천(일월저수지)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5. 04 ~ 2016. 10

수원시

덕산, 부평 통합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5. 03 ~ 2016. 12

인제군

철원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및 하수도대장 작성

2015. 02 ~ 2016. 05

철원군

2016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구미시)
2016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수원시)
2016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김해시)

19

19

20

20

사업명

기간

발주처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영향평가

2020. 07 ~ 2021. 07

천안시

죽산보, 영산강하류 및 영암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2019. 06 ~ 2020. 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1,2공구) 사후환경영향조사

2018. 12 ~ 2023. 12

새만금개발청

충주조정지댐 소수력발전소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2018. 10 ~ 2020. 12

한국수자원공사

주문진항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2017. 05 ~ 2018. 05

강원도 환동해본부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제영향평가

2017. 01 ~ 2017. 12

춘천시

000사령부/0공수여단 이전사업 시설공사(체력단련장) 사후환경영향조사

2016. 10 ~ 2020. 10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도 31호선 평창 - 정선 1, 2 도로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2016. 09 ~ 2019. 0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부천 하장, 죽림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2015. 11 ~ 2023. 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곡교천 강청인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2015. 11 ~ 2022.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20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전략환경영향평가

2015. 11 ~ 2018. 10

강릉시 건설수도본부

관동별곡800리길 역사체험 탐방로 조성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2015. 06 ~ 2021. 05

고성군

왕피천 유역 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 중 모니터링

2015. 05 ~ 2016. 12

한국농어촌공사

일죽 - 대포(1공구) 도로확포장공사 사후환경조사

2015. 04 ~ 2021. 02

경기도건설본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2015. 03 ~ 2017. 05

양양군

동탄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015. 02 ~ 2018. 02

한국토지주택공사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 - 두마)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2015. 02 ~ 2017. 08

대천지방국토관리청

금당 - 상안미 도로확포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2015. 02 ~ 2018. 12

강원도

동진강 원천지구 등 3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2014. 11 ~ 2022. 10

익신지방국토관리청

강릉안인화력 1, 2호기 건설사업 이주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2014. 08 ~ 2016. 02

강릉에코파워㈜(GEP)

소양강 신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014. 08 ~ 2015. 0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물순환 및 생태복원 종합계획 수립

2014. 07 ~ 2015. 11

이천시

영월강변저류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014. 05 ~ 2017. 08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춘천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2014. 05 ~ 2014. 10

춘천시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2014. 02 ~ 2015. 12

정선군

곡교천 강청인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2013. 11 ~ 2015. 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화진포호 생태계 복원사업 환경영향평가

2013. 10 ~ 2016. 02

고성군

소양강 인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013. 07 ~ 2014. 1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무한천 신창지구 외 4개소 사후환경영향조사

2013. 03 ~ 2021. 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국지도 70호 반곡 - 남산 도로확포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2013. 01 ~ 2020. 12

강원도

21

21

22

22

사업명

기간

발주처

수영강 회동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교량설계

2020. 05 ~ 2021.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곡성 석곡IC-겸면(1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 교량설계

2019. 12 ~ 2021. 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용화천 용화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교량설계

2019. 04 ~ 2021. 12

충청북도

노성천 광석지구 하천정비사업 교량설계

2018. 05 ~ 2020. 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교량설계

2018. 04 ~ 2021. 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동이천 IC 건설공사 교량설계

2017. 12 ~ 2019. 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지도 88호선 도계 - 영월 도로건설공사 교량설계

2016. 07 ~ 2018. 0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새만금 -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교량설계(6공구)

2016. 02 ~ 2017. 07

한국도로공사

지석천 춘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교량설계

2015. 07 ~ 2017. 0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 - 완도(광주 - 강진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교량설계(4공구)

2015. 03 ~ 2016. 12

한국도로공사

임진강 고랑, 미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교량설게

2014. 08 ~ 2017. 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포항 - 영덕 고속도로 교량설계(제1공구)

2014. 03 ~ 2015. 06

한국도로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3-2차)시설공사(충남) 구조물설계(T/K)

2014. 03 ~ 2014. 12

GS건설

석교온천관광지 - 사천진항 마리나단지 연결도로 교량설계 VE

2014. 02 ~ 2014. 07

강릉시

군도 13호선(용산 - 횡계)도로확포장공사 교량설계 VE

2014. 01 ~ 2014. 04

강원도

노성천 노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교량설계

2013. 10 ~ 2014.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흥목감 수질복원센터 건설 공사 구조물설계(T/K)

2013. 06 ~ 2014. 01

코오롱글로벌

국도34호선(용궁 - 개포)국도건설공사 교량설계

2013. 03 ~ 2014.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송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 교량설계(보완)

2012. 06 ~ 2014. 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옥천 도암 국도시설개량공사 교량설계

2012. 05 ~ 2016. 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종합정비사업 교량설계

2011. 10 ~ 2013. 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달천 단월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교량설계

2011. 09 ~ 2012.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방도 408호선 무이 - 생곡 도로 확포장공사 교량설계

2011. 06 ~ 2014. 01

강원도

언양 - 영천 고속도로확장공사 교량설계(제Ⅲ구간)

2011. 01 ~ 2011. 09

한국도로공사

함양 - 울산 고속도로건설공사 교량설계(제25공구)

2010. 09 ~ 2013. 04

한국도로공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구조물설계(T/K)

2010. 06 ~ 2011. 10

대림산업

원평천 해창갑문 설치공사 구조물설계

2010. 06 ~ 2010. 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 1공구(서천지구)사업 구조물설계(T/K)

2009. 11 ~ 2010. 01

계룡건설

낙동강 살리기 사업 33공구(상주지구)입찰 구조물설계(T/K)

2009. 09 ~ 2009. 10

현대건설(주)

영산강 살리기 6공구(서창지구)하천정비사업 구조물설계(T/K)

2009. 08 ~ 2009. 10

금호건설

영산 - 현풍(중부내륙고속도로) 교량설계

2008. 08 ~ 2010. 12

한국도로공사

중부내륙고속도로 영산 - 현풍(창녕 - 현풍)간 확장 교량설계

2008. 08 ~ 2010. 10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제12호선(담양 - 성산) 확장공사(10공구)교량설계(T/K)

2008. 06 ~ 2009. 03

태영건설

23

23

24

24

사업명
지방도446호 상남지구 도로재구조화사업 실시설계용역/ 가시설, 구조물기초 안정
검토
탕정음봉지구 공업용수 공급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터파기, 가시설, 구조물
기초 안정성 검토
보룡재 생태축 복원사업 실시설계/제방, 연약지반 안정성 검토
포남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가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터파기, 가시설, 구조물기초
안정성 검토
오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터파기, 가시설, 구조물기초
안정성 검토
고창~내장IC(2공구) 지방도 확장 포장공사 실시설계(보완)용역/ 비탈면, 구조물기초
안정성 검토
용장, 신학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제방, 연약지반
안정성 검토
신평 맷돌포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외 1개소 설계용역/ 터파기, 가시설, 구조물
기초 설계
곡성 석곡IC-검면(제1공구)도로시설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국도27호선)
/ 가시설 안정성 검토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제1공구)/ 가시설 안정성 검토
용산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설치사업/ 비탈면, 구조물기초, 터파기
안정성 검토
옥천군 소규모 농어촌마을하수처리 시설 정비사업 기본 및 시시설계용역/터파기
, 가시설, 구조물기초 안정성 검토

기간

발주처

2021. 06 ~ 2021. 12

강원도

2021. 02 ~ 2021. 12

충남 아산시 수도사업소

2020. 11 ~ 2021. 10

전라북도 진안군

2020. 06 ~ 2021. 07

강릉시 상하수도 사업소

2020. 06 ~ 2021. 09

전라북도 임실군

2020. 05 ~ 2021. 12

전라북도

2020. 05 ~ 2021. 12

전라남도

2020. 04 ~ 2021. 04

충청남도 당진시

2019. 12 ~ 2021. 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19. 09 ~ 2021. 12

한국도로공사

2019. 09 ~ 2021. 03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2019. 08 ~ 2020. 08

한국환경공단

동서녹색평화도로(한묵령지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토질및기초, 터널 설계

2019. 03 ~ 2021. 12

화천군

천천 ~ 장수 IC 연결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 토질및기초, 터널 설계

2018. 12 ~ 2022. 02

장수군

동이천 IC건설공사 / 구조물기초, 비탈면 안정성 검토

2017. 12 ~ 2020. 0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당진 - 천안(인주 - 염치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2공구) / 토질및기초, 터널 설계

2017. 12 ~ 2019. 09

한국도로공사

포항 효자 ~ 상원 교량건설공사 실시설계 / 토류구조물, 구조물 기초 안정성 검토

2017. 10 ~ 2018. 02

㈜포스코건설 외 4

동해시 하수관거 정비사업(부곡, 북평분구) / 토류구조물 안정성 검토

2016. 06 ~ 2020. 06

동해시 상하수도사업부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구조물기초 안정성 검토

2016. 05 ~ 2017. 04

부산광역시

새만금 -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6공구) / 터널 설계, 비탈면 안정성 검토

2016. 02 ~ 2017. 11

한국도로공사

용평 알파인 경기장(보완)건설공사 / 설계 및 시공감리

2015. 12 ~ 2016. 05

강원도

금강 웅포지구 하천정비사업 / 제방 안정성 검토

2015. 08 ~ 2016.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석천 춘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제방, 구조물기초 안정성 검토

2015. 07 ~ 2018. 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강남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 토류구조물 안정성 검토

2015. 07 ~ 2017. 06

강릉시 건설수도본부

태백시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 토류구조물 안정성 검토

2015. 07 ~ 2016. 10

태백시

광주 - 완도(광주 - 강진)고속도로 건설공사(4공구) / 구조물기초, 비탈면 안정성 검토

2015. 03 ~ 2016. 12

한국도로공사

법원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비탈면 안정성 검토

2015. 02 ~ 2017. 01

파주시

남강 서촌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제방, 구조물기초 안정성 검토

2014. 08 ~ 2017.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임진강 고랑 미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제방, 구조물기초 안정성 검토

2014. 08 ~ 2017. 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영동선 문막휴게소(인천방향) 주차장 확장공사 / 연약지반 안정성 검토

2014. 08 ~ 2015. 07

한국도로공사

구읍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 제방, 구조물기초 안정성 검토

2014. 07 ~ 2016. 08

경기도건설본부

감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제방, 비탈면 안정성 검토

2014. 06 ~ 2016. 02

부산광역시

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토류구조물 안정성 검토

2014. 06 ~ 2015. 09

전주시

포항 - 영덕간 고속도로 (제1공구) / 구조물 기초, 비탈면 안정성 검토, 터널 설계

2014. 03 ~ 2015. 02

한국도로공사

한강 팔당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토질 조사, 구조물 기초 안정성 검토

2013. 10 ~ 2016. 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신천 하천환경정비사업 / 비탈면 안정성 검토

2013. 03 ~ 2017. 05

경기도 건설본부

25

25

26

26

사업명

기간

발주처

◆ 농업토목
금강지구 영농편익증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2017. 04 ~ 2017. 12

금강2지구 재경지정리 세부설계

2017. 04 ~ 2017. 06

진위3산단 지구 외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2016. 10 ~ 2017. 11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공급처리시설 기본계획

2016. 09 ~ 2017. 09

신이칠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2016. 07 ~ 2017. 05

광혜원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변경)

2015. 10 ~ 2017. 11

화옹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실시설계(6공구)

2015. 09 ~ 2017. 12

감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세부설계

2015. 09 ~ 2016. 12

구봉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2015. 05 ~ 2015. 08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2014. 05 ~ 2014. 11

대관령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이설도로 실시설계

2013. 12 ~ 2014. 12

고원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2013. 09 ~ 2014. 03

강동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세부설계(토목)

2012. 04 ~ 2012. 08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농어촌공사
(기술안전품질원)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농어촌공사
(진천지사)
농어촌공사
(가술안전품질원)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농어촌공사
(강릉지사)

◆ 단지조성
안성시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2016. 04 ~ 2020. 02

안성시

특산음식마을 도시정비사업 실시설계

2015. 06 ~ 2015. 11

강릉시

청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4. 06 ~ 2015. 06

횡성군

동송전통시장 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

2014. 01 ~ 2014. 04

철원군

동송전통시장 주차장조성 실시설계

2013. 01 ~ 2013. 04

철원군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2009. 06 ~ 2009. 09

원주시

철원 노동당사 주변정비공사 실시설계

2009. 04 ~ 2009. 06

철원군

양구 상리ㆍ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08. 08 ~ 2010. 12

양구군

강원혁신도시 조사설계

2006. 12 ~ 2009. 06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

2001. 07 ~ 2002. 07

강릉시

춘천 공설묘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1997. 10 ~ 2000. 12

춘천시

태백시 공설묘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1997. 06 ~ 1997. 11

태백시

안산신도시 건설사업 조경 및 공공부문 실시설계

1996. 05 ~ 2001. 11

한국수자원공사

강릉 교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

1996. 05 ~ 1996. 07

강릉시

27

27

28

28

사업명

기간

발주처

도계 미인폭포 관광 자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19. 04 ~ 2020. 09

삼척시

강릉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2019. 07 ~ 2020. 04

강릉시

섬강 생태문화탐방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18. 03 ~ 2019. 04

횡성군

주민자치역량강화 사업(찾고싶은 경관 조성) 기본계획 수립

2017. 04 ~ 2017. 07

철원군

화강쉬리공원 기능강화사업 실시설계

2017. 03 ~ 2017. 05

철원군

경포호 주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설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2017. 01 ~ 2017. 04

강릉시

청주 동남 택지개발사업 조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6. 12 ~ 2018. 04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천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

2016. 06 ~ 2017. 01

화천군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2016. 02 ~ 2017. 12

천안시

녹지조성사업 솔향기공원 노후시설 교체사업 실시설계

2016. 01 ~ 2016. 02

강릉시

철원 종합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

2015. 12 ~ 2016. 09

철원군

용평 알파인 경기장(보완)건설공사 실시설계

2015. 12 ~ 2016. 05

강원도

캠프페이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2015. 07 ~ 2017. 12

춘천시

아미산 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

2015. 05 ~ 2016. 09

인제군

Lets go 38선길 스토리텔링 및 형상화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2015. 04 ~ 2016. 04

인제군

연곡 관광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2015. 03 ~ 2015. 06

강릉시

양양군 강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경관형성계획 수립

2015. 03 ~ 2015. 08

한국농어촌공사

특수교육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2015. 01 ~ 2015. 02

강릉시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4. 07 ~ 2019. 07

양양군

청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4. 06 ~ 2016. 03

횡성군

솔향기공원 시설교체 및 보수 실시설계

2014. 02 ~ 2014. 04

강릉시

쇠둘레 평화누리길 정비사업 실시설계

2013. 10 ~ 2013. 11

철원군

평창군 경관상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2013. 07 ~ 2014. 08

평창군

동송소도읍(에너지공원,공영 주차장)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2013. 04 ~ 2014. 03

철원군

대관령 어흘리 관광지 조성계획

2012. 05 ~ 2014. 05

강릉시

지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2012. 02 ~ 2015. 02

원주시

알펜시아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및 사업계획변경

2011. 10 ~ 2014. 03

강원도개발공사

화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2011. 04 ~ 2012. 03

화천군

병방산 군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수립

2011. 03 ~ 2011. 12

정선군

철원 노동당사 역사공원 조성계획 수립

2010. 12 ~ 2011. 07

철원군

29

29

30

30

사업명

기간

발주처

국지도28호선 미로-하장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안전진단

2021. 05 ~ 2021. 1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철원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수립용역 교통성 검토

2020. 06 ~ 2020. 12

철원군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 교통안전진단

2020. 04 ~ 2021. 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구리-포천 고속도로 철원연장 타당성 연구용역

2020. 04 ~ 2020. 12

철원군

읍면시도5호선(북동~임곡) 도로개설공사 타당성조사

2020. 03 ~ 2020. 09

강릉시

금왕-삼성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타당성평가

2019. 08 ~ 2021. 04

충청북도

서천 군관리계획 재정비(제5차 국토종합계획 대비) 교통성 검토

2019. 04 ~ 2022. 01

서천군

202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교통성 검토

2019. 04 ~ 2021. 07

수원시

철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 결정(변경) 수립용역 교통성 검토

2019. 03 ~ 2020. 09

철원군

화천군 군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수립용역 교통성 검토

2018. 10 ~ 2019. 06

화천군

철원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수립용역 교통성 검토

2018. 09 ~ 2019. 05

철원군

철원 군관리계획(시설 : 화장장 등) 결정(변경) 교통성 검토

2018. 05 ~ 2021. 12

철원군

부여 아름마을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교통성검토

2018. 03 ~ 2021. 09

부여군

홍천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 시설 등) 결정(변경) 교통성 검토

2018. 02 ~ 2019. 12

홍천군

국도 31호선 양구-원통 도로건설공사 교통안전진단

2018. 02 ~ 2018. 1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화천대교 건설공사 타당성평가

2017. 05 ~ 2018. 12

화천군

강릉 도시관리계획(경포3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교통성검토

2017. 03 ~ 2020. 12

강릉시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제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2017. 01 ~ 2017. 12

춘천시

구미 - 군위 IC 교통안전진단

2016. 12 ~ 2017.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남 우선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교통성 검토

2016. 06 ~ 2019. 01

하남시

강릉빙상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교통안전진단

2015. 08 ~ 2015. 11

강릉시

월정3거리 - 차항 도로확포장공사 교통안전진단

2015. 06 ~ 2016. 01

강원도

강릉 올림픽파크 진입도로공사 교통안전진단

2014. 09 ~ 2015. 02

강원도

동서녹색 평화도로 연결사업 도로교통안전진단

2014. 06 ~ 2015. 05

철원군

동해고속도로(현남 - 하조대) 외 3개 구간 건설공사 사후평가

2014. 05 ~ 2014. 12

한국도로공사

순창쌍치지 내 도로건설공사 교통안전진단

2014. 05 ~ 2014. 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구만 - 오음 도로확포장공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2013. 01 ~ 2014. 05

강원도

남양주 지금보금자리주택지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2012. 12 ~ 2014. 06

경기도시공사

화장시설 건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2012. 12 ~ 2013. 06

강릉시

홍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2012. 11 ~ 2013. 07

홍천군

남춘천(광판)일반 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및 교통성 검토

2012. 07 ~ 2013. 04

춘천도시공사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교통성 검토

2012. 06 ~ 2014. 02

철원군

사곡화전(산수유마을) 도로확포장공사 교통안전진단

2011. 12 ~ 2012. 05

의성군

언양 - 영천 고속도로 확장공사 보완설계(교통재분석)

2011. 03 ~ 2011. 09

한국도로공사

31

31

32

32

사업명

기간

발주처

옹진군 장봉2, 대청 서내 소규모공공하수도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16. 07 ~ 2021. 11

한국환경공단

영월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오폐수 및 침출수 처리시설) 시설개선 타당성조사

2017. 11 ~ 2017. 12

영월군

오창저수지 상류 양수장 및 송수관로 설치 세부설계용역

2017. 11 ~ 2019. 08

천안시

완주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18. 10 ~ 2019. 07

완주군

도계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실시설계용역

2018. 11 ~ 2020. 09

삼척시

복분자 농공단지 1차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018. 12 ~ 2021. 12

고창군

행복도시 3-3M2BL 단지내 자동크린넷 실시설계

2019. 08 ~ 2020. 06

한국토지주택공사

괴산송면터널외 2개소 제연시설설치사업 실시설계

2019. 09 ~ 2020. 12

충북도로관리사업소

강진정수장 망간제거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실시설게

2019. 09 ~ 2020. 04

임실군

공촌하수처리시설 운영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019. 12 ~ 2020. 12

인천환경공단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2020. 07 ~ 2022. 06

인천광역시

유휴건물 벽면적용을 위한 발전량이 향상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2018. 07 ~ 2020. 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형건물 HVAC시스템에 적용되는 머신러닝 기반의 최적화된 능동형
에너지절감기술 개발

2017. 12 ~ 2020. 11

산업통상자원부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7. 11 ~ 2018. 09

사천시

세종시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7. 11 ~ 2018. 11

세종특별자치시

고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7. 09 ~ 2018. 06

한국환경공단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7. 04 ~ 2018. 04

태백시

강릉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탈취시설 설치) 실시설계

2016. 11 ~ 2017. 04

강릉시

경부선 옥천 - 지천 50개소 지장 전기통신설비 이설공사 실시설계

2016. 06 ~ 2017. 05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론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공사 건축, 기계, 전기분야 계획 및 설계

2015. 11 ~ 2016. 02

원주시

한탄강 특화명품화 태봉대교 경관개선사업 경관조명관련 전기분야 계획 및 설계

2015. 06 ~ 2015. 09

철원군

대신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환경플랜트 시설의 건축, 기계, 전기분야 계획
및 설계

2015. 04 ~ 2015. 12

정읍시

홍천군 관내 터널 전기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

2015. 04 ~ 2015. 08

홍천국토관리사무소

2015. 04 ~ 2016. 01

수원시

인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5. 04 ~ 2016. 01

한국환경공단

덕산, 부평 통합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상수도 시설의 건축, 기계, 전기분야 계획
및 설계

2015. 03 ~ 2016. 09

인제군

춘천하수처리장 탈취탱크 교체사업 외 4개 사업 실시설계

2015. 01 ~ 2015. 03

춘천시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LED 조명교체) 실시설계

2014. 01 ~ 2014. 03

강릉시

345kV 신양양S/S #3M.Tr 증설공사 설계

2013. 12 ~ 2014. 12

한국전력공사

함태, 함백수질 정화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실시 설계

2012. 09 ~ 2012. 11

한국광해관리공단

강릉고 외 6개교 승압시설개선 전기공사 설계

2011. 05 ~ 2011. 07

강릉시

황구지천(일월저수지)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환경플랜트 시설의 건축, 기계 전기
분야 계획 및 설계

33

33

34

34

사업명

기간

발주처

고속국도 제 20호선 새만금 – 전주간 건설공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

2019. 01 ~ 2023. 07

한국도로공사

김포 누산IC – 제촌IC 도로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

2019. 01 ~ 2022. 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동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2017. 12 ~ 2020. 12

양구군

미로 상수도확장 및 성북배수지 증설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2017. 11 ~ 2020. 10

삼척시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 - 영덕 건설공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2017. 02 ~ 2023. 06

한국도로공사

고부천유역 홍수방지대책사업 건설사업관리

2017. 02 ~ 2022. 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려천 및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2016. 12 ~ 2020. 04

창원시

정선국토 보수과 도로운영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2016. 12 ~ 2019. 12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및 한강하류권(2차)급수체계조정사업 시설공사
(2공구) 건설사업관리

2016.10 ~ 2019. 06

한국수자원공사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2016. 10 ~ 2019. 08

서울특별시

서상·신매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외 2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

2015. 10 ~ 2019. 05

춘천시

강릉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건설사업관리

2015. 08 ~ 2018. 05

강릉시

보광 스노경기장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2015. 07 ~ 2018. 06

강원도

시화 MTV 광역교통개선대책 해안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2015. 05 ~ 2019. 05

한국수자원공사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2015. 01 ~ 2019. 04

원주시

정선국토 보수과 도로운영 통합건설사업관리

2014. 12 ~ 2016. 12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제3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

2014. 08 ~ 2018. 04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대치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

2014. 05 ~ 2018. 05

청양군

남강 장포지구 하천개수공사 시공감리

2014. 02 ~ 2016.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계 - 안동4 국도건설공사 시공감리

2013. 12 ~ 2018. 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교암리 연안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

2013. 11 ~ 2019. 05

강원도 고성군

지방도 463호선 화지 - 고석정 도로확포장 전면책임감리

2012. 02 ~ 2019. 12

강원도

양화천외 3개 하천정비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

2011. 12 ~ 2014. 12

경기도건설본부

강릉 옥계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

2011. 08 ~ 2014. 04

강릉시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전면책임감리

2010. 04 ~ 2014. 09

서울 금천구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면책임감리

2010. 03 ~ 2015. 06

부산도시공사

섬강살리기 14공구(호저지구)사업 전면책임감리

2010. 03 ~ 2012. 1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사업 31공구(구미 7지구) 전면책임감리

2009. 12 ~ 2012. 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방도 403호선 강촌 - 창촌 도로확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

2009. 01 ~ 2020. 01

강원도

원덕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전면책임감리

2006. 11 ~ 2013. 03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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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기간

발주처
㈜포스코건설

포항 효자 - 상원 도로 건설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 입찰설계(T/K)

2017. 10 ~ 2018. 02

부산에코델타시티 1단계 3공구 조성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T/K)

2014. 11 ~ 2015. 01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3-2차)시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T/K)

2014. 03 ~ 2014. 12

GS건설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6공구) 대안설계(T/K)

2010. 12 ~ 2012. 09

코오롱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외

부산항 신항 웅동항만 배후단지 내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
2010. 12 ~ 2011. 04
설계(T/K)

대림산업(주) 외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대안설계(T/K)

2010. 04 ~ 2010. 10

한국수자원공사

새만금방조제 만경5공구 건설공사 기본설계(T/K)

2010. 04 ~ 2010. 06

GS건설

새만금 동진 1공구 기본설계(T/K )

2010. 02 ~ 2010. 05

GS건설

새만금방수제 동진 1공구 건설공사 기본설계(T/K)

2010. 01 ~ 2010. 09

GS건설

금강살리기 1공구(서천지구) 실시설계(T/K)

2010. 01 ~ 2010. 05

계룡건설

영산강하구둑 1공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T/K)

2010. 01 ~ 2010. 04

GS건설

낙동강 살리기 18공구 실시설계(T/K)

2010. 01 ~ 2010. 03

GS건설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기본설계(T/K)

2009. 11 ~ 2010. 04

GS건설

영산강 살리기 하구둑 실시설계(T/K)

2009. 11 ~ 2010. 03

GS건설

금강살리기 1공구 서천지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T/K)

2009. 11 ~ 2010. 01

계룡건설

낙동강 살리기 사업 33공구 입찰(기본)설계 (상주지구)(T/K)

2009. 09 ~ 2009. 10

현대건설㈜

낙동강 살리기 사업 24공구 성주, 칠곡지구 설계(T/K)

2009. 08 ~ 2009. 09

GS건설

낙동강 살리기 사업 18공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T/K)

2009. 07 ~ 2009. 12

GS건설

영산강 살리기 6공구 (서창지구) 기본설계(T/K)

2009. 06 ~ 2009. 09

금호건설

낙동강 살리기 사업 23공구 기본설계(T/K)

2009. 05 ~ 2009. 10

금호산업(주)

09년 군관사 세대수 판단 및 병영시설 BTL사업 설계기획업무 (5지역)

2009. 01 ~ 2009. 04

국방부

88올림픽(담양-성산) 확장공사(제10공구) 실시설계(T/K)

2008. 06 ~ 2009. 03

한국도로공사

경주시 하수도시설확충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T/K)

2008. 05 ~ 2008. 09

동부건설(주)

파주 운정지구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 기본설계(T/K)

2007. 09 ~ 2008.01

GS건설(주)

홍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투자사업(BTL)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07. 07 ~ 2008. 03

고려개발(주)

2007년 보령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투자사업(BTL) 설계

2007. 07 ~ 2007. 09

고려개발(주)

제2권역(원주시, 보령시, 서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

2007. 03 ~ 2007. 07

환경관리공단

강릉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

2006. 12 ~ 2007. 04

현대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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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

▶주 소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32(홍제동)

▶전 화

033)643-7065

▶팩 스

033)643-7066

▶ 경기지사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50(관양동, 관양두산벤처다임)

▶전 화

031)8097-7200

▶버 스

사당역, 인덕원역에서 4425, 9, 9-1, 9-2, 9-3, 11-1 승차

▶ 지하철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하차 후 8번 출구에서 버스 환승
→ 관양1동주민센터 하차
→ 횡단보도 건너서 직진 도보 5분

▶팩 스

031)8097-7495

▶ 춘천지사

▶ 경북지사

▶ 주 소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89(온의동,트리플타워505호)

▶ 주 소 대구 동구 동부로26길16 부띠끄시티드라마 311호

▶전화

▶전화

070)4260-7776

▶팩스

033)254-4877

▶팩스

053)753-0313

▶ 전남지사

▶ 부산지사

▶ 주 소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 (빛가람동, 가동 306호)

▶ 주 소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129-11

▶ 전 화 061)331-9133

▶전화

▶ 팩 스 061)331-9132

▶팩스

39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