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설계
No

기간

참여사업명

원청사‧발주처

1

2009.03 ~ 준공시

전북혁신도시 특수구조물 설계

(주)수성이앤씨

2

2009.01 ~ 2009.03

고군산군도연결도로(2공구) 턴키 중 접속교 설계

(주)수성이앤씨

3

2009.03 ~ 2009.05

대구도시철도 3호선 3공구 가시설 설계

(주)수성이앤씨

4

2009.03 ~ 2009.06

뚝섬전망대 하부 설계

(주)수성이앤씨

5

2009.03 ~ 2009.06

대구도시철도 3호선 5공구(달성로구간) 건설공사 대안 설계

(주)건화

6

2009.07 ~ 2009.11

경인 아라뱃길사업 제3공구 시설공사 실시설계(특화설계)

(주)건화

7

2009.07 ~ 2009.08

고현~하동 IC 2 국도건설공사 제2남해대교(현수교) 구조설계

(주)유신코퍼레이션

8

2009.09 ~ 2010.03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3교 조사 설계 중 구조물 설계

(주)유신코퍼레이션

9

2009.10 ~ 2009.11

김포한강로(경인운하구간) ED교 기본설계

(주)엔비코컨설턴트

10

2009.11 ~ 준공시

나주역~빛가람 도로공사 제2나주대교(사장교) 실시 설계

(주)제일엔지니어링

11

2010.01 ~ 2010.02

전호교 설계

현대건설(주)

12

2010.01 ~ 준공시

옥구대교 민간투자사업 기본 설계

동명기술공단

13

2010.01 ~ 준공시

옥구대교 민간투자사업 구조분야 설계

(주)군일이엔지

14

2010.02 ~ 2011.02

김포한강로(경인운하구간) ED교 실시 설계

(주)엔비코컨설턴트

15

2011.02 ~ 2011.08

제2롯데월드 영도대교 중 영도다리 실시설계 중 구조 설계

(주)유신

16

2011.03 ~ 준공시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BTO) 기본 설계

(주)진우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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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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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참여사업명

원청사‧발주처

17

2011.08 ~ 2011.12

광교택지개발 지하차도4 가시설 설계

현대건설(주)

18

2012.03 ~ 종료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주)진우엔지니어링

19

2012.01 ~ 2012.01

국지도78호선 북측교차로 가감속차로 설계

현대건설(주)

20

2012.05 ~ 2012.07

서울지하철916공구 코엑스 연결통로 실시설계

현대산업개발(주)

21

2012.12 ~ 2014.11

용마터널 민자사업 아치울교 첨가물 지지 관련 설계

SK건설

22

2013.03 ~ 2013.12

토공 및 신내2고가 방음벽 설치 설계용역

현대건설(주)

23

2013.04 ~ 2013.05

민락2지구 BRT사업 산들마을 방음터널 실시설계

롯데건설

24

2013.04 ~ 2013.09

울산대교 성내고가교 말뚝 변경설계

현대건설(주)

25

2013.05 ~ 2014.04

서울지하철 916공구 정거장 구조변경에 따른 변경설계

현대산업개발

26

2013.05 ~ 2014.10

용마터널 영업소 설계변경

SK건설

27

2013.05 ~ 2013.12

PHILLIPPINE 팡일대교 타당성조사

해외건설협회

28

2013.07 ~ 2013.11

QATAR 도하 메트로 정거장 입찰설계

시스트라코리아

29

2013.05 ~ 2014.11

용마터널 요금소 설계변경 용역

SK건설

30

2014.05 ~ 2014.08

VIETNAM 경전철 정거장 가시설 입찰설계

삼보기술단

31

2014.07 ~ 2014.12

행정중심복합도시 아치교 실시설계

동성엔지니어링

32

2014.07 ~ 2014.12

PHILLIPPINE CAPAS - BOTORAN 도로 FS

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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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15.02 ~ 2015.05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코엑스몰 연결출입구 변경설계 용역

현대산업개발㈜

34

2015.04 ~ 2015.09

수정터널 상부공간연결(공원화)사업 실시설계 용역(구조설계)

㈜서영엔지니어링

35

2015.04 ~ 2015.10

수정터널 상부공간연결(공원화)사업 중 하부구조 설계용역

㈜에이스이엔씨

36

2015.05 ~ 2016.12

구리갈매지구 조사설계용역 중 방음벽설계

동일기술공사

37

2015.06 ~ 2015.12

인화강화도로공사 설계-기타설계

현대건설㈜

38

2015.07 ~ 2015.08

연정교 및 연정Ramp-F교 설계

에스케이건설㈜

39

2015.07 ~ 2015.09

CONTRACT T302 CONSTRUCTION OF FACILITY BUILDING AND TUNNELS
FOR THOMSON-EAST OCAST LINE 토목분야 수량산출 용역

에스케이건설㈜

40

2015.08 ~ 2015.12

사우디 OBHUR Creek Bridge,Tender Design for Structures
상부구조계산및도면

㈜도화엔지니어링

41

2015.09 ~ 준공시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실시설계용역

㈜엔비코컨설턴트

42

2015.09 ~ 2015.12

베트남 미투안~칸토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해외건설협회

43

2015.09 ~ 과업종료시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실시설계용역

(주)엔비코컨설턴트

44

2016.02 ~ 과업완료시

삼장~산청 국도건설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보완설계
용역 중 구조분야 실시설계

(주)경동엔지니어링

45

2016.05 ~ 2016.07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제6공구 건설공사 기본설계 TK-구조계산

(주)도화엔지니어링

46

2016.06 ~ 과업종료시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건설공사(제2공구) 보완설계 용역 중 특수교량
설계

(주)경동엔지니어링

47

2016.06 ~ 2016.07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6-2공구 방음벽 기초 설계 용역

롯데건설

48

2016.09 ~ 2016.12

TTP 낚시인 유도 친수 낚시시설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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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업명

원청사‧발주처

49

2016.10 ~ 2017.04

동남권 신항연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설계용역
구조분야 인력지원

동부엔지니어링(주)

50

2016.12 ~ 2016.12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제6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 TK-특수교량 해석

(주)도화엔지니어링

51

2017.05 ~ 2018.02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사업 1단계(4공구) T/K 설계용역 (기본설계)

동부엔지니어링(주)

52

2017.04 ~ 낙찰자선정일

웅천-소호간 도로개설공사 기본설계 및 직접경비용역

(주)삼보기술단

53

2017.07 ~ 2018.02

싱가폴 NSC107 Project 입찰 물량산출 용역

삼성물산

54

2017.10 ~ 2018.01

싱가폴 NSC105 Project 입찰 물량산출 용역

삼성물산

55

2017.10 ~ 실시승인시

웅천-소호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계측분야]

(주)삼보기술단

56

2017.11 ~ 2018.06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제11공구) 실시설계 기술제안용역

(주)수성엔지니어링

57

2018.02 ~ 과업종료시

불갑저수지 치수능력확대사업 기본설계 및 직접경비 용역 (구조분야)

동명기술공단

58

2018.04 ~ 2018.10

화성동탄(2) 친수하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도화엔지니어링

59

2018.04 ~ 2019.04

새천년대교 현수교 접속교A 설계검토용역

대림산업(주)

60

2018.05 ~ 2018.06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2공구 현충사교 변경설계 용역

(주)경동엔지니어링

61

2018.02 ~ 과업종료시

베트남 호치민 HCMC Project 입찰 물량산출 용역

62

2018.09 ~ 2018.10

법무연수원 도면 전산화 용역

법무연수원

63

2018.08 ~ 2018.11

필리핀 팡일만 교량 건설공사 입찰설계 용역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SMASUNG C&T, FCC,
CIENC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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