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No

기간

참여사업명

원청사‧발주처

1

2009.06 ~ 2009.07

김포한강로(경인운하구간) 개설공사 설계도서 검토

(주)수성이앤씨

2

2009.09 ~ 2009.11

본오오목천도로확포장공사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주)수성이앤씨

3

2010.04 ~ 2012.03

성남~장호원도로 제2공구 경안대교(ED교) 구조검토·선형관리

(주)수성이앤씨

4

2010.06 ~ 2010.12

울산대교 설계도서 검토

(주)수성이앤씨

5

2010.07 ~ 2011.06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1공구 공사 중
태화대교 및 다운2교 하부공구조 검토

(주)건화

6

2010.09 ~ 2010.09

신갈우회도로 상갈2교 및 상갈4교 하부구조물 설계 검토

(주)건화

7

2010.12 ~ 2011.12

신갈우회도로 상갈2·4교 및 어정 RAMP-D1,D2교 교대 설계변경

(주)유신코퍼레이션

8

2010.12 ~ 2011.08

김포한강로(경인운하구간) 개설공사 전호대교 시공단계해석

(주)유신코퍼레이션

9

2010.12 ~ 2012.10

대구도시철도 3호선 4공구 중 금호강교 구조검토 및 선형관리

(주)엔비코컨설턴트

10

2011.01 ~ 2011.01

본오오목천 도로확포장공사 암거 재설계

(주)제일엔지니어링

11

2011.03 ~ 2011.05

압해~암태(2공구)도로공사 새천년대교(현수교) 설계도서 검토

현대건설(주)

12

2011.03 ~ 2012.07

나주역~빛가람도시간 도로 제2나주대교 구조검토·선형관리

동명기술공단

13

2011.06 ~ 2011.07

소천~도계2 국도 대현1교 교각 및 대현2교 교대 재설계

(주)군일이엔지

14

2011.07 ~ 2011.12

홍농~백수간 도로공사 칠산대교 주탑 선형관리

(주)엔비코컨설턴트

15

2011.08 ~ 2011.10

금호강교(ED교) 시공중 설계검토

현대건설(주)

16

2011.11 ~ 2012.03

제2진도대교 제진장치(TMD) 설치공사 중 구조검토

(주)티이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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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발주처

17

2011.12 ~ 2012.02

군산미장 택지지구조성 설계도서 검토

현대건설(주)

18

2011.12 ~ 2012.01

경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내남~외동) 설계도서 검토

현대건설(주)

19

2012.02 ~ 2012.04

서천산단지구 연안정비사업 토목조경설계검토

에스제이씨(주)

20

2012.06 ~ 2012.06

말레이시아 MAJU EXPRESSWAY2 도로공사 설계검토

벽산건설(주)

21

2012.06 ~ 2012.06

나주역~빛가람도시간 도로 제2나주대교 시공단계 변경 구조검토

현대건설(주)

22

2012.08 ~ 2012.11

홍농백수 칠산대교 공사 주탑/상부공 SHOP DWG 작성

후레시네코리아(주)

23

2012.10 ~ 2013.06

신울진원전 CLP 3단인양 안정성 검토 용역

현대건설(주) SK건설(주)

24

2012.11 ~ 2013.07

UAE원전 CP-M1 CLP 인양 유한요소 해석 용역

현대건설(주) 삼성물산(주)

25

2012.11 ~ 2016.12

안좌자라간 연도교 사장교 캠버관리

금호건설

26

2013.01 ~ 2013.03

소록, 금산대교 태양광 전력케이블 통과방안 구조검토 용역

(주)남도

27

2014.05 ~ 2014.10

남북항대교 영도고가교 받침편기관련 구조해석

SK건설

28

2014.12 ~ 2015.03

야로대교 상부공 균열 검토 및 보강설계 용역

SK건설

29

2015.07 ~ 2015.10

충주댐 엘리베이터 전망대 구조검토

대림산업㈜

30

2015.07 ~ 2015.12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 Shop drawing(Line-4 CLP교량) 작성용역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31

2015.10 ~ 2015.10

강남순환제6-2공구 복개박스보호공 대안 검토 및 설계보완용역

롯데건설주식회사

32

2015.11 ~ 2015.12

대구선 보도육교 사공검토

에스케이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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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16.04 ~ 2018.04

현수교 시공엔지니어링 및 현장 기술 지원 업무

(주)씨엔에스씨

34

2017.03 ~ 2017.05

성남판교 복합단지 공중공공보행통로 가설설계

(주)한우물중공업

35

2017.07 ~ 2017.09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건설공사 제 2공구 中
현충사교 변경설계 용역

롯데건설(주)

36

2017.04 ~ 2017.11

화산천교 기초변경 기본설계

롯데건설(주)

37

2018.01~2018.05

새천년대교 현수교 접속부 접속교A 변경설계

(주)씨엔에스씨

38

2018.02 ~ 2018.06

광주외곽1공구 신룡철교 교량 연장 변경설계 타당성 검토

(주)KR산업

39

2018.05 ~ 2018.08

일산선 지하구조물 정밀 구조해석 및 보수보강 설계 방법과 공법 검토 용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0

2018.05 ~ 2018.07

인천 I-Food Park 조성사업 설계도서 검토 용역

에스케이건설(주)

41

2018.07 ~ 2020.12

밀양~울산 시공상세도작성검토용역

에스케이건설(주)

42

2018.06 ~ 2018.07

광주외곽1공구 입석마을 토공부 교량화 재설계 관련 기술검토 및 기본설계

(주)KR산업

43

2018.07 ~ 실시승인시

Canakkale Bridge CE 중 Deck Part Engineering

(주)엔비코컨설턴트

44

2018.08 ~ 2018.09

새천년대교 접속교A 장비 반출홀 구조검토 용역

도양기업(주)

45

2018.09 ~ 2018.12

광주외곽1공구 신룡철교 인허가 협의사항 보완설계 용역

(주)KR산업

46

2018.09 ~ 2019.09

전문 기술자문 용역(수시자문 및 현장점검 등)

(주)KR산업

47

2018.10 ~ 2019.11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중 학담교 형식변경 설계용역

(주)한화건설

48

2018.11 ~ 2019.01

광주외곽1공구 STA.3+300~4+060 부체도로 신설 설계도면 작성

(주)KR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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