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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행실적

구 분 용 역 명 발주기관 수행기간

1 분당수서로 지하차도 소성변형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분당구청 2023.02 ~ 2023.06

2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2단계) 실시설계용역 안산시 2022.12 ~ 2024.06

3 덕둔~계류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용역 경기도건설본부 2022.12 ~ 2024.05

4 장성 동화~서삼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22.11 ~ 2023.11

5 울주 범서~경주 외동 등 3건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용역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용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22.11 ~ 2024.10

6 김포 태리IC 개선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김포시청 2022.10 ~ 2023.06

7 서해안선(서평택~안산) 확장공사 타당성 및 기본설계(1공구) 한국도로공사 2022.10 ~ 2024.03

8 세종~포천 고속도로 (가칭)송문IC 설치 타당성검토 용역 (주)용인중심 2022.09 ~ 2022.11

9 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1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22.06 ~ 2024.06

10 국도37호선 여주 대신~양평 개군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22.06 ~ 2024.06

11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성거~목천 1공구)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22.06 ~ 2024.06

12 무안 현경-해제 도로시설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22.06 ~ 2023.12

13 아양도로 및 원곡 반제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안성시 2021.06 ~ 2022.12

14 국도6호선 평창 진부-강릉 연곡2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22.02 ~ 2024.01

15 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1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22.02 ~ 2024.01

16 용인도시계획도로 중로 1-102호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인시 2022.02 ~ 2022.12

17 용인도시계획도로 중로 2-22호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인시 2022.02 ~ 2022.12

18 국도6호선 평창 진부~강릉 연곡2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22.02 ~ 2024.01

19 2022년도 관내 방음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수원국토관리사무소 2021.12 ~ 2022.06

20 안중~조암(2)간 도로확포장공사 재설계 경기도건설본부 2021.07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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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용 역 명 발주기관 수행기간

21 국도47호선 지하차도 신설 및 우회도로 타당성 검토 군포시 2021.06 ~ 2021.12

22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제1공구) 한국도로공사 2021.01 ~ 2022.12

23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사천곤양~곤명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20.10 ~ 2022.10

24 경기융합타운 교통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기주택도시공사 2020.09 ~ 2022.10

25 동탄~분당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 설계 현대건설(주) 2020.06 ~ 2020.12

26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 기본설계 금광기업(주) 2020.08 ~ 2020.12

27 세종~아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 (주)대우건설 2020.07 ~ 2020.12

28 중부선(남이~호법)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한국도로공사 2020.07 ~ 2025.01

29 용인 기흥 수지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최초 제안 SK건설 2020.05 ~ 2020.10

30 웅동지구 북측간선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020.05 ~ 2021.03

31 평화통일 염원 DMZ 하늘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강원도 고성군 2020.05 ~ 2022.02

32 제2경춘(남양주~춘천) 3공구 도로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19.11 ~ 2022.08

33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천마이앤씨 2019.05 ~ 2022.08

34 진주항공산업단지 등 3건 진입도로 실시설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8.08 ~ 2020.12

35 유구~아산 등 2건 도로건설공사 사전기획조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17.09 ~ 2018.12

36 문산~내포(2)간 도로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경기도건설본부 2017.09 ~ 2019.03

37 이화~삼계간 도로확포장공사 재설계 경기도건설본부 2017.08 ~ 2020.02

38 국가지원지방도 20호선(강구대교)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7.04 ~ 2019.12

39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7.01 ~ 2019.02

40 완주 소양~진안 부귀 도로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16.06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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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행실적

구 분 용 역 명 발주기관 수행기간

1 국도5호선 춘천-화천3 도로건설공사 도로 선형 변경 실시설계 용역 동원건설산업(주) 2023.01~ 2023.07

2 양재~올림픽대로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 토목설계용역 금호건설(주) 케이인프라개발(주) 2022.10.20. ~ 제3자 

3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 설계용역 GS건설 2022.08 ~ 2024.06

4 세미원 배다리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양평군청 2022.03 ~ 2022.08

5 중로1-18호선 교량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군포시 2020.12 ~ 2022.12

6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금광기업 2020.06 ~ 2020.11

7 마장호수 산책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경기도 파주시 2020.02 ~ 2020.12

8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 2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 경기도 연천군 2020.02 ~ 2022.05

9 평화통일 염원 DMZ하늘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강원도 고성군 2020.05 ~ 2022.02

10 소록대교 등 6개교 해상교량 보수공사 실시설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19.02 ~ 2019.08

11 우만고가교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수원시 팔달구 2019.04 ~ 2019.06

12 백년다리(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서울특별시 2019.09 ~ 2020.12

13 내성천 경관타워조성사업 실시설계 경상북도 봉화군 2019.11 ~ 2020.12

14 제2경춘(남양주-춘천) 3공구 도로건설공사 기본설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19.12 ~ 2022.08

15 진주항공국가산업단지 등 3건 진입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8.08 ~ 2020.12

16 학현천 교량설치공사 실시설계 경기도 의왕시 2018.07 ~ 2018.11

17 인천루원시티 핵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주경간 아치교) 한국토지주택공사 2017.11 ~ 2021.02

18 국가지원지방도20호선(강구대교)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7.04 ~ 2019.12

19 이화~삼계(2공구)간 도로확포장공사 재설계 경기도건설본부 2017.08 ~ 2020.02

20 국도13호선 완도대교 등 2개교량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16.12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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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행실적(설계)

구 분 용 역 명 발주기관 수행기간

1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1공구) 한국도로공사 2021.12 ~ 현재

2 쌍령동 최촌말(소로2-90호선) 도로개설공사 비탈면 검토 광주시 2021.11 ~ 2022.12

3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 SK에코플랜트 2021.11 ~ 2022.05

4 강변도로 지반보수보강 공사 실시설계 동두천시 2021.02 ~ 2021.05

5 복정역 임시출입구 설치공사 실시설계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11 ~ 2022.07

6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금광기업 / 한라건설 2020.06 ~ 2023.02

7 부산 해운대구 우동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토목설계 (주)삼우CM 2020.06 ~ 2020.11

8 대구 명덕지구 지하철 진출입로 설계 명덕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019.09 ~ 현재

9 김해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연약지반 변경설계 DL E&C 2019.05 ~ 2022.08

10 강릉 교동2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터널설계 가온엔지니어링(주) 2019.05 ~ 2021.06

11 고속도로 제255호선 강진~광주간 건설공사 5공구 연약지반 설계 (주)포스코건설 2019.08 ~ 2020.06

12 대구명덕지구 지하철 진출입로 및 연결통로 설계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조합 2019.09 ~ 2021.01

13 삼척도계 풍력단지 토목설계 비에스에너지(주) 2018.11 ~ 2020.12

14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설계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조합 2018.09 ~ 2019.12

15 김해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연약지반 설계 대림산업(주) 2018.01 ~ 2019.12

16 분당서울대병원 지상연결통로 및 지하주차장 흙막이 설계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2017.04 ~ 2018.12

17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기 건설공사 중 토석류 설계 동성엔지니어링 외 12개사 2017.07 ~ 2018.03

18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중 토석류 설계 (주)다산컨설턴트 2017.01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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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행실적(지하안전관리 / 지하안전영향평가)

구 분 용 역 명 발주기관 수행기간

1 성남복정 지하차도(1) 지하안전영향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 2022.04 ~ 현재

2 북안산S/S 배전인출2차 전력구공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한국전력공사 2021.11 ~ 현재

3 산성유원지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성남시 2021.07 ~ 2022.08

4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용량 증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성남시 2021.06 ~ 2022.03

5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과천도시공사 2021.03 ~ 2021.08

6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1, 6공구 건설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 한국철도시설공단 2020.09 ~ 2021.12

7 고양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고양시 2020.09 ~ 2021.12

8 안성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성시 2020.07 ~ 2021.07

9 부산 해운대우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토목설계/지하안전영향평가 로드비치피에프브이(주) 2019.09 ~ 2021.10

10 수내도서관 건립공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성남시 2019.07 ~ 2020.10

11 등촌동 14-7 지식산업센터 토목설계/지하안전영향평가 (주)씨지주택 2018.11 ~ 2019.03

12 성수동1가 656-882일원 지식산업센터 토목설계/지하안전영향평가 (주)씨지주택 2018.09 ~ 2019.02

13 부천시 심곡동 145-10 외 3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양정순 2018.05 ~ 2018.11

1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9 일원 복합시설신축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 어반어스홀딩스(주) 2018.04 ~ 2018.08

15 블루스퀘어 신축공사 중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블루산업개발(주) 2018.03 ~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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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행실적

구 분 용 역 명 발주기관 수행기간

1 제4차 부천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부천시 2022.07∼2022.12

2 2022년 여주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여주시 2022.05∼2022.11

3 화전역 종합환승시설 기본계획 고양시 2022.04∼2022.10

4 경기도 잣향기 푸른숲 주차장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기도청 북부청사 2021.07∼2021.11

5 노원구 버스노선체계 개편 등 추진 노원구 2021.03∼2021.12

6 김제 하이패스 IC 설치 타당성 조사 김제시 2020.05∼2021.01

7 공공주택(분양주택) 교통영향평가(하남권1) 한국토지주택공사 2021.05 ~ 2022.05

8 가평휴게소 증축에 따른 수익분석용역 서울춘천고속도로(주) 2020.05 ~ 2020.07

9 화성시 교통혼잡지구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화성시 2020.04 ~ 2021.03

10 주요 교차로 효율 향상을 위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대전광역시 2020.02 ~ 2021.05

11 군내~고군 도로건설공사 등 8개 공사 사후평가용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19.12 ~ 2021.12

12 힐스테이트 녹양역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이행여부확인 용역 의정부녹양역 지역주택조합 2018.09 ~ 2018.11

13 북수원 복합환승센터 사업타당성 검토 한국도로공사 2018.05 ~ 2018.11

14 김포 도시철도 이용수요 증대를 위한 관리방안 연구용역 김포시 2017.03 ~ 2017.06

15 서경~상봉간 도로확포장공사 교통안전진단 용역 이천시 2017.02 ~ 2017.12

16 화물차 휴게서비스센터(가칭) 조성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한국도로공사 2016.12 ~ 2017.04

17 부천시 원미지구 생활교통 개선 기본계획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부천시 2016.07 ~ 2017.07

18 2016년 대전청 교통정보센터 기능개선(S/W 교통) 용역 한국도로공사 2016.06 ~ 2016.12

19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영업소 유휴부지 개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2015.12 ~ 2016.04

20 사천(양방향)휴게소 이용차량 실태조사 용역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2015.11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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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용 역 명 발주기관 수행기간

21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용역 부천시 2015.10 ~ 2016.05

22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안산시 2015.08 ~ 2015.12

23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국도의 타 시설 연결 현황조사 및 연결로 설계기준 마련 재단법인 서울연구원 2015.06 ~ 2015.09

24 복합휴게시설 발전방향 연구용역 한국도로공사 2014.09 ~ 2015.04

25 매봉 복합화물차휴게소 타당성 재조사 용역 한국도로공사 2014.04 ~ 2014.07

26 김해휴게소 복합휴게시설 개발방안 검토용역 한국도로공사 2014.04 ~ 2014.06

27 합리적인 휴게시설 설치 및 규모 산정기준 연구 한국도로공사 2013.09 ~ 2013.12

28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설계(제2공구) 한국도로공사 2013.03 ~ 2014.11

29 주상-한기리2 국도건설공사 실시설계(보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2.07 ~ 2014.01

30 충청북도 지역물류 현황조사 및 물류수요 부문 용역 (주)충북발전연구원 2012.05 ~ 2012.11

31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옥산오창고속도로(주) 2012.03 ~ 2013.12

32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제2공구) 한국도로공사 2012.02 ~ 2014.12

33 수도권 나들목 내부부지 개발여건 조사용역 한국도로공사 2012.02 ~ 2012.04

34 시흥시 누리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경기도 시흥시 2011.12 ~ 2012.10

35 안성 물류단지 타당성 조사 한국로지스틱스학회 2011.06 ~ 2011.06

36 서해안고속도로 목감휴게소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한국도로공사 2011.06 ~ 2011.08

37 홍천~춘천(3) 도로건설공사 기본설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11.04 ~ 2013.12

38 보령~청양(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11.03 ~ 2013.10

39 매송 복합화물차휴게시설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한국도로공사 2011.02 ~ 2011.05

40 홍제천 고가교 내진성능 평가 및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서울특별시 2010.05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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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행실적

구 분 용 역 명 발주기관 수행기간

1 이천시 부발읍 물류창고 개발을 위한 기술용역 (주)현디앤씨 2023.02 ~ 건축허가 완료시

2 호남고속도로 지선 타당성평가 용역 포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주) 2022.11 ~ 2023.08

3 송산그린시티 1-3공구 제안설계 용역 디에이치엘 한라 2022.10 ~ 2023.02

4 평택 비전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주)천마이앤씨 2022.10 ~ 본 과업종료 시

5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한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원시 2022.03 ~ 2023.01

6 중앙동 제5공영주차장 생활문화센터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성남시 2022.03 ~ 2022.09

7 서산시 영탑리 조합주택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토목설계용역 (주)거산산업개발 2022.01 ~ 현재

8 38선 평화공원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포천시 2021.11 ~ 현재

9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분당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 성남시 2021.10 ~ 2021.12

10 일산 지구단위계획(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고양시 2021.05 ~ 2021.09

11 용인시 준공후 10년 경과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용인시 2021.03 ~ 현재

12 고양시 성사, 주교동(성사혁신지구 포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재수립용역 고양시 2020.12 ~ 2022.12

13 고덕 택지3-3공구 조경(수변공원 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평택도시공사 2020.10 ~ 2023.05

14 부천시 오정동 도시재생사업 조사설계용역 중 설계용역 (주)도담이앤씨 2020.10 ~ 2021.05

15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계획수립용역 평택시 2020.07 ~ 2021.03

16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부천시 2019.07 ~ 2021.12

17 파주교하 지구단위계획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2018.09 ~ 2020.07

18 철원 군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수립용역 철원군 2018.03 ~ 2018.08

19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남양주시 2018.02 ~ 2019.06

20 퇴계원운동장 조성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수립 용역 남양주시 2017.12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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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용 역 명 발주기관 수행기간

21 대포 일반산업단지 준용사업 조사설계용역 중앙종합건설(주) 2017.06 ~ 2019.10

22 나주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나주시 2017.04 ~ 2018.04

23 경기서부권 후보지 조사발굴 사전검토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2017.04 ~ 2017.10

24 판교 운중동 블록형 단독주택 대지조성사업 설계용역 (주)신진건설산업 2017.03 ~ 2017.10

25 창원 진해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창원시 2017.03 ~ 2019.07

26 주택공원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성남시 2016.11 ~ 2018.10

27 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평택시 2016.08 ~ 2017.12

28 정자3동 251-2번지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변경 결정 용역 성남시 2016.04 ~ 2017.01

29 안산동 주차장조성 타당성용역 안산시 2015.11 ~ 2016.05

30 이매1동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용역 성남시 2015.10~2016.04

31 GB훼손지 복구지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용역 인천광역시 2014.11 ~ 2015.09

32 팔탄사용종료매립장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및 체육시설)중복결정 용역 화성시 2014.10 ~ 2015.12

33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정) 결정 수립용역 양평군 2014.09 ~ 2015.09

34 하이원 상동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용역 (주)하이원상동테마파크 2014.01 ~ 2014.05

35 오포 생활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결정용역 경기도 광주시 2013.08 ~ 2015.02

36 가천대학교 후문도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재공고입찰 가천대학교 2013.07 ~ 2014.12

37 김포 대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중앙종합건설(주) 2013.01 ~ 2014.01

38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해제용역 하남시 2012.03 ~ 2013.11

39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하남시 2012.03 ~ 2013.10

40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공원조성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화성시 2012.01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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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행실적

구 분 용 역 명 발주기관 수행기간

1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외 1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연천군 2022.12 ~ 2023.12

2 구리시 수택 도시침수대응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구리시 2022.09 ~ 2023.09

3 수원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수원시 2022.01 ~ 2023.04

4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조달청(안성시) 2022.05 ~ 2023.04

5 남양주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남양주시 2022.05 ~ 2023.03

6 용인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용인시 2021.06 ~ 2022.12

7 2011년도 파주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후평가용역 파주시 2021.10 ~ 2022.04

8 수원하수2처리장 개량사업 사후평가용역 수원시 2021.09 ~ 2021.12

9 남방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양주시 2021.06 ~ 2021.12

10 가평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한국환경공단(가평군) 2021.06 ~ 2022.12

11 충주시 수안보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충주시 2021.06 ~ 2022.02

12 남사고매천리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인시 2021.06 ~ 2022.06

13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오산시 2021.01 ~ 2022.01

14 화전배수지 가압장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고양시 2020.11 ~ 2021.01

15 황구지천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원시 2020.11 ~ 2021.08

16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사후평가 및 운영요소 평가 용역 안양시 2020.07 ~ 2020.12

17 경기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경기도수자원본부 2020.06 ~ 2021.06

18 학연,내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측량조사 용역 평택시 2020.06 ~ 2021.02

19 봉담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화성시 2020.05 ~ 2021.05

20 천천리-야목교차로 일원 배수관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화성시 2020.02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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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행실적

구 분 용 역 명 발주기관 수행기간

1 금강 하천시설 유지보수 실시설계 금강유역환경청 2022.08 ~ 현재

2 주암댐 안전성강화사업 T/K 기본설계 계룡건설산업(주) 2022.06 ~ 현재

3 공주시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공주시 2022.05 ~ 2024.05

4 예산군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예산군 2022.05 ~ 2024.05

5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연천군 2022.03 ~ 2022.08

6 동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양평군 2022.01 ~ 현재

7 고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타당성검토) 및 지형도면고시 고성군 2022.01 ~ 현재

8 신송능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재해영향평가(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남양주시 2021.12 ~ 2022.05

9 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양주시 2021.09 ~ 2024.03

10 성남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2021.08 ~ 2023.08

11 상곡천(소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 이천시 2021.05 ~ 2022.03

12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교통성검토 여주시 2021.03 ~ 현재

13 죽산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안성시 2021.01 ~ 현재

14 설동천 등 2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안성시 2020.12 ~ 2022.04

15 반변천 신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20.12 ~ 2021.12

16 2020년 망곡천외 2개 하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연천군 2020.12 ~ 2021.06

17 동두천천 등 2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경기도 2020.05 ~ 현재

18 능서근린공원 조성사업지 재해영향평가 여주시 2020.04 ~ 2020.07

19 탄천산책로(미금교-돌마교)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성남시 2020.03 ~ 2020.04

20 자경저류지 시설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광명시 2019.12 ~ 2020.12



24

구 분 용 역 명 발주기관 수행기간

21 원신공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인천광역시 2019.06 ~ 2020.06

22 2019년 장애물 없는 하천환경 조성공사 실시설계 성남시 2019.04 ~ 2019.06

23 양재천 저수호안 보강공사 실시설계 과천시 2019.03 ~ 2019.03

24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소규모재해영향평가) 경기도 2018.10 ~ 2021.01

25 은룡천 외 6개 하천 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세종특별자치시 2018.04 ~ 2019.12

26 뒷골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과천시 2017.09 ~ 2019.03

27 섬진곡성 섬진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영산강유역환경청 2017.08 ~ 2022.09

28 한내천 수질개선 및 하도정비사업 실시설계 광명시 2017.06 ~ 2017.09

29 청미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실시설계 이천시 2017.05 ~ 2019.12

30 수랭이천(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이천시 2016.11 ~ 2017.05

31 이매1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성남시 2016.04 ~ 2013.11

32 왕송호수 방수로 교량 설치공사 실시설계 의왕시 2015.08 ~ 2016.04

33 약목지구 초강배수통문 구조검토 및 보강설계 한국농어촌공사 2014.04 ~ 2014.05

34 괸돌천(소하천)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이천시 2013.09 ~ 2013.12

35 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12.06 ~ 2013.12

36 문산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1지구) 파주시 2011.09 ~ 2011.11

37 청계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의왕시 2011.09 ~ 2011.09

38 김유정문학마을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춘천시 2011.08 ~ 2011.10

39 부천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부천시 2011.03 ~ 2011.06

40 새만금방수제 만경4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 대림산업(주) 2010.10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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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행실적(설계)

구 분 발 주 청 계약기간 금액(천원, VAT 제외) 사 업 명

1 NHAI : National Highways
Authority of India 2017.06 ~ 2021.05 364,800

Consultancy Services for preparation of DPR for development of Economi
c Corridors, Inter Corridors, Feeder Rout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r
eight movement in India under Bharatmala Pariyojna in the State of Odis
ha, Chhattisgarh & Andhra Pradesh.(Lot-3/Odisha&Jharkhand/Package-2) f
or total length 99.629Kms in Andhra Pradesh Section

2 NHAI: National Highways 
 Authority of India 2017.06 ~ 2021.11 1,066,352

Consultancy Services for preparation of DPR for development of Economi
c Corridors, Inter Corridors, Feeder Rout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r
eight movement in India under Bharatmala Pariyojna in the State of Odis
ha, Chhattisgarh & Andhra Pradesh. (Lot-3/Odisha &Jharkhand/Package-2) 
for total length 240.372 Kms in Odisha Section including 2 nos. of Tunne
ls in Odisha

3 NHAI: National Highways 
Authority of India 2017.06 ~ 2022.05 806,400

Consultancy Services for preparation of DPR for development of Economi
c Corridors, Inter Corridors, Feeder Rout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r
eight movement in India under Bharatmala Pariyojna (Lot-3/Odisha&Jhark
hand/Package-2) for Chhattisgarh Section 

4 NHAI: National Highways 
Authority of India 2018.04 ~ 2021.10 294,400

Consultancy Services for preparation of Feasibility Study/ Detailed Project 
Report of selected road stretches road for upgradation 2/4 lane NH conn
ectivity under Sagarmala scheme for balance length of 80 Km. from Have
ri-Yekambi-Sirsi (Approved alignment 74.98 km) Package No. NHAI/PC/S
M/04 in the State of Karnataka

5 NHAI: National Highways 
 Authority of India 2011.01 ~ 2020.08 497,600

Preparation of Feasibility Study and Detailed Project Report for wideninig/ 
6 laning/upgradation of existing 4 lane section of Narmada Bridge & its a
pproaches from km 192.00 to 198.00 on Ahmedabad-Mumbai Section of 
NH-8 and value addition works to Vadodara to Bharuch & Bharuch to Sur
at Section of N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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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행실적(건설사업관리)

구 분 발 주 청 계약기간 금액(천원, VAT 제외) 사 업 명

1 NHAI : National Highways
Authority of India 2017.10 ~ 2019.03 1,209,000

Consultancy Services for Authority's Engineer for supervision of 
construction of NH-28 4-lane bypass starting from km 17.600 of 
MDR-77C and terminating at km 15.650 of NH-28 (bypass chainage from 
km 79.516/79.000 to km 94.4571/93.473 total length 14.707 km) in the 
state of Uttar Pradesh under NHDP Phase-VII on EPC Basis

2 NHAI: National Highways 
 Authority of India 2017.06 ~ 2021.03 1,168,000

Consultancy Services for Independent Engineer for Construction of 4-Lane 
(Partial Access Controlled) Laddowal Bypass from 0.00 to Km 17.041 
linking NH-95 with NH-1 via Laddowal seed farm at Ludhiana in the 
state of Punjab on Hybrid Annuity Mode. 

3 NHAI: National Highways 
Authority of India 2017.05 ~ 2020.06 947,200

Consultancy Services for Authority’s Engineer for Supervision of the 
Project of Construction of Four Laning of UP/Haryana 
Border-Yamunanagar-Saha-Barwala-Panchkula section of NH-73 from km 
160.357 to km 179.249 (Design km 157.192 to km 176.400) in the State 
of Haryana on (EPC) Basis (Package-3) on EPC mode

4 PWD : Public Works 
Department 2014.11 ~ 2018.04 1,722,000

Construction Supervision Consultancy (Road Works) Project 
Implementation Unit (Roads &Bridges) Uttarakhand Disaster Recovery 
Project Package-DSC-4, Funded By : World Bank

5 NHAI: National Highways 
 Authority of India 2012.11 ~ 2021.01 1,470,400

Consultancy Services for Independent Engineer for Four Laning of 
Krishnagar-Bahrampore Section of NH-34 from Km 115.00 to 193.00 in 
the state of West Bengal under NHDP Phase-III on Design, Build, 
Finance, Operate and Transfer on Annuity (“BOT Annuity”) Basis (Package 
No.: NHDP-III/BOT/WB/02)

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ministry of public works 

2012.11 ~ 2021.06 USD 2,555,887
IDR 66,443,245,940

Western Indonesia National Roads Improvement Project(WINRIP) Technical 
Assistance for Core Team Consultant(CTC) to Support the Project 
Management Unit under IBRD Loan No. 8043-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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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행실적

구 분 현장명 사 업 명 발 주 처 시 공 사 계약기간
금액(백만원,
VAT제외)

1 송 호 송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영동군 디에스건설 ‘23.02.01~’25.02.19 1,425

2 동 부 동부간선 지하화(영동대로)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대우건설 ‘23.01.02~’29.06.30 4,219

3 강 동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아이엔씨 ‘22.12.21~‘26.07.17 598

4 춘 천 춘천시 도로공사 감독권한대행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춘천시 두성종합건설외 ‘22.09.22~’24.11.09 782

5 밤티재 밤티재(2)터널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상북도 태평양건설 ‘22.08.24~’24.11.09 164

6 수암천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 공원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안양시 금호건설 ‘22.08.08~’25.08.21 1,128

7 군포2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건설 ‘22.07.18~‘27.01.12 787

8 들목교 행정중심복합도시 들목교 및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롯대건설 ‘22.07.15~‘26.01.14 1,014

9 대산항 대산항 항로준설공사(2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서해디앤씨 ‘22.06.29~‘24.01.09 255

10 대구2 2022~23년 대구경북본부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용역(2권역) 한국도로공사 창안건설 외 ‘22.06.02~‘24.03.31 445

11 부산5 2022~23년 부산경남본부 유지관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2권역) 한국도로공사 SG건설 외 ‘22.05.09~‘24.03.31 710

12 광주2 광주국토 시설안전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흥건설 외 ‘22.04.08~‘25.04.07 995

13 오 산 수원화성 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우경건설 ‘22.02.14~‘24.08.01 353

14 양 구 지석재해위험지구 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양구군 호산건설 ‘22.02.07~‘23.07.31 197

15 중부2
고속국도 제35호 중부선(남이~호법) 등 리모델링공사 및 시설개량공사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국도로공사 남경건설 외 ‘22.01.03~‘25.01.02 1,160

16 용인물류 용인국제물류4.0 물류단지 및 지구외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인중심 한화건설 ‘22.01.03~‘25.01.16 8,000

17 음 성 음성 공업용수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국동서발전 경일건설 ‘21.12.20~‘24.04.17 640

18 청 담 2021년 청담대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서울시설공단 서경산업 ‘21.12.01~‘23.11.30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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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장명 사 업 명 발 주 처 시 공 사 계약기간
금액(백만원, 
VAT제외)

19 괴 정 부산도시철도 정거장 시설개량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부산교통공사 지원건설 ‘21.11.04~‘23.11.05 264

20 둔병항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둔병항 등)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한국어촌어항공단 가산토건 ‘21.11.02~‘23.02.24 247

21 스마트 스마트관망관리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평택시 상수건설 ‘21.10.01~‘22.09.25 194

22 의정부 의정부시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의정부시 영무건영 ‘21.09.27~‘23.07.26 560

23 울 산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조성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국토시주택공사 금록토건 ‘21.08.31~‘25.01.26 525

24 오 남 오남시가지 통과도로(대로 3-102호) 개설공사 등 2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남양주시 승민종합건설 ‘21.08.09~‘23.10.13 278

25 교 동 강릉2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교동2공원개발주식회사 코오롱건설 ‘21.07.26~‘24.01.11 1,200

26 무등산 무등산 고지대 자연마을 배수관로 등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광주광역시 창진건설 외 ‘21.07.05~‘23.04.25 262

27 청 계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안양시 동광건설 외 ‘21.06.23~‘24.02.22 474

28 초 전 초전~대곡간(2) 4차로 확포장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상남도 지성건설 ‘21.06.07~‘25.09.13 464

29 진 주 진주 국토관내 위험도로개선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 ‘21.04.14~‘24.04.12 658

30 오 창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청주시 해유건설 ‘21.03.05~‘25.02.05 739

31 신 안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현아종합건설 ‘20.12.15~‘25.06.21 809

32 기 장 스마트양식 기반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부산광역시 협성종합건설 ‘20.12.14~‘22.08.10 448

33 흑 천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경기도청 경기종합건설 ‘20.12.14~‘26.04.26 579

34 동두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일건설 ‘20.12.09~‘24.12.07 1,571

35 태 화 태화 및 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울산광역시 동구 건웅종합건설 ‘20.12.05~‘23.12.30 238

36 한 강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김포시 상수도사업본부 광성종합개발 ‘20.11.02~‘22.10.22 238

37 성 내 성내~고부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전라북도청 진흥종합건설 ‘20.09.16~‘25.10.19 944

38 순 천 순천 국토 제3권역 도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산건설 외 ‘20.09.01~‘23.08.31 1,712



31

구 분 현장명 사 업 명 발 주 처 시 공 사 계약기간
금액(백만원, 
VAT제외)

39 행복2 행복도시 소음저감시설 및 보도육교 설치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해토건 ‘20.08.19~‘23.03.31 987

40 평택2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2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평택시 한진중공업 ‘20.08.24~‘25.01.09 828

41 이 화 이화-삼계(2) 도로확포장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경기도건설본부 한진중공업 ‘20.06.22~‘25.08.19 1,222

42 범 서 범서 하이패스IC 설치공사 외 1개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세영종합건설 ‘20.05.27~‘23.12.31 501

43 안 산 안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싱크홀 예방) 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안산시 위본건설 ‘20.05.20~‘23.04.10 447

44 중 부 중부 도로개량사업단 관리공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국도로공사 중북개량사업단 SK건설 외 ‘20.05.06~‘21.12.31 1,561

45 김 포 통진배수지 확장 및 상수관로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SH종합건설 ‘20.04.29~‘23.04.29 686

46 백 석 백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천안시 지표건설 ‘20.04.20~‘23.12.30 100

47 모 현 모현, 용인, 기승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인시 부광건설 ‘20.03.02~‘23.06.30 316

48 태 천 태천-선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외 3건 건설사업관리용역 전라남도 진응종합건설외 ‘19.09.30~‘23.09.08 696

49 포 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3, 4공구) 포천화도고속도로(주) 포스코건설외 ‘19.02.11~‘24.02.09 1,940

50 밀 양 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일종합건설 ‘17.12.19~‘23.08.30 686

51 동 탄 화성동탄2 지방도 317호선(시도10호선)연속화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일건설 ‘16.10.24~‘23.12.31 938

52 전 주 전주시관내 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1공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범양건업 ‘16.04.20~‘23.09.30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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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번 호 신 기 술 명 지 정 번 호 신 기 술 명

2020-2
(2020.02.06)

지반안정재를 이용한 토사 비탈면의 녹화용 표층개량 
공법

597
(2010.01.04)

LU형으로 가공된 이형철근을 결합한 강관말뚝 두부
보강 공법

576
(2009.04.29)

친환경 보수모르타르와 급결제용 날개식 이중분사장치
가 설치된 전용 이중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한 대형 
지하콘크리트 구조물의 급속 시공법

547
(2007.12.21)

전기로슬래그 골재와 상온 유화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여 공용중인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표면처
리시공기술

530
(2007.04.11)

방추형 콘을 철근보강재에 장착한 암반사면보강 네일링 
공법

371
(2003.04.09)

형상의 강재로 구속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충전
합성거더(SCP합성거더)의시공기술

등 록 번 호 특 허 명 등 록 일

10-0960673 기계식 댐퍼를 겸비한 면진받침 장치 및 이를 교각 또는 교대위에 시공하는 방법 2010.05.24

10-0922628 건설현장용 조립식 방음벽 2009.11.27

10-0930101 소음감속기를 갖는 방음벽 2009.11.27

10-0879882 친환경 보수모르타르와 침투식 구체강화제 및 엑폭시도료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복구공법 2008.04.04

10-071707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띠 철근용 체결장치 2006.04.28

10-0721533 자동 세척기능을 갖는 델리네이터 2006.03.31

10-0666596 강관말뚝 두부보강을 위한 연결구조 2004.12.01

합   계 위 외 37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