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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CMC provides the core capacity and 
solutions of PM/CM.
Now the future direction for Korea's construction industry will
be comprehensive construction management and project
management, where plant/Power Plant/heavy industry areas as
well as high-quality services and capacities are required,
rather than just simple construction. Also under the industrial
environment of IT and e-Biz, the way lying ahead of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will be informatization and globalization.
We have come to an era to develop and explore new areas by
expanding to comprehensiv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o that the PM/CM market, which has been discussed only as a
system or theories, can work effectively based on systemic
management and information technology.

HKCMC aims to play a responsible role by providing
comprehensive services for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professional consultancy in each area of construction and
supervision based on our experiences in management of

construction projects. We have built the basis of our core

supervision, consultancy in Turn-Key/BTL/BTO and NAS Time
management, COE/FED projects management,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informatization system, education to cultivate
experts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project management and
Time management, etc.

Based on this, HKCMC will do its best to play a role as a partner
for your company to leap into an advanced company by
providing consultancy of experts experienc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as well as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construction informatization system in order to
increase your core capacity. And we will become a true expert
in comprehensiv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PM/CM).

“We will gather and use all our energy to become a
company that makes constructors' dream com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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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PM/CM/Plant/ Nuclear power plant ) and
supervision
Management and technological advice for
international construction and COE/FED
project
Time management consulting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PMIS/CMIS)
Construction informatization/Development
of construction solutions and ISO
consulting
Project and construction planning for Turn-
Key/BTL&BTO
VE/LCC analysis and project management
planning

Education business to cultivate expert in
Construction management and time
schedule
Primavera Product selling Business
Primeavera Educatio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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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CMC's Core Products Corresponding to this Global Era

With an aim from our corporate philosophy, 'a company making
constructor's dream true', HKCMC wants to provide customers
with the best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ervices through
consistent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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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cal edges based on
ample experiences and Korea's
best experts in construction will
lead comprehensiv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of Korea.

What is Program Management?
It refers to management of complex and large projects
with simultaneous execution of multi projects. The scope
of management covers project excavation, planning,
feasibility study, design, purchase,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repair. Hence, Program Management is
a upper concept of Project Management and refers to
comprehensive management activities of overall project
promotion rather than sub-level management activities.
(Exampl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What is Project Management?
The scope of project management is similar to that of
Program Management but the difference is that it
manages a single project. Generally, it is a management
activity applied to effectively manage the whole process
of projects of various areas such as research,
development, construction, etc.

The scope of construction management is similar to that
of Project Management and it generally refers to
management activities of projects related to construction.
With aims to reduce construction cost, increase quality,
and shorten construction periods, it is a new method for
contracting and ordering or professional management
techniques in which an client commissions construction
manager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s
to manage the whole or part of construction projects
needed by clients. Generally, it is referred to as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in Korea and it is also
called as CPM.



Based on the definition of the Basic Act on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2 Clause 6),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conducts
whole or part of management including planning, feasibility
study, analysis, contracting, construction management,
supervision, evaluation, and after-construction management of a
construction project. It is a new method for contracting and
ordering or professional management techniques with aims to
reduce the cost, improve the quality, and reduce the period for a
construction project.
The client commissions construction project managers equipped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s to wholly or
partially manage a construction project needed by clients.

With difficulty of communication and adjustment among
participants in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PM&CM can
handle smoothly possible claims from construction participants
based on poor management of a contract and poor
administrative management due to complicated and desultory
laws related to approval and per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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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ization of efficiency of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through organization of appropriat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ystem
Minimization of burden from management of organization,
employment, recruitment, and project of clients
Systemic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experiences and
professional and scientific techniques in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Economic and reasonable selection and operation of the total
project cost;
Speedy identification of processing status and preparation for
measures based on construction of comprehensive process
control system;
Minimization of changes to design and reduction of prime cost of
construction based on VE (Value Engineering) for design and
review of constructibility;
Smooth project promotion based on effective planning for
contracting and ordering and implementation for design,
purchase, and construction;
Shortening of construction period based on thorough design and
construction management and removal of causes for claims
based on smooth communication and interface adjustment;
Systemic management of information and materials of various
projects for utilization during operation or in other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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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CMC performs thorough Time Management, which is the core of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by strictly conforming to our
principles and standards.

HKCMC's Time Management promotes successful
construction of clients by conducting thorough Time
Management through verified process including WBS writeup
in the planning stage and scheduling based on application
of CPM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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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Plant

Plant, the first step toward economic powers,
materialized by high-tech experts

HKCMC, consistently expanding international
projects based on creation of values technologically
added and security of global competitiveness, is an
Engineering & Construction company going abroad
based on Korea's advanced plant technologies. The
company is equipped with capacities to implement
projects based on technological know-how in major
areas of plant projects and basic design,
construction, start-up, and optimization.

Industry plant, requiring pinpoint accuracy in
construction, scientific planning capacity, and highly
advanced professional technologies, is a high-tech
area of construction. HKCMC concentrates on
consistent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for advancement of plant, which
integrates construction industry. The company will
accumulate advanced technologies through
ceaseless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construct
a technology-intensive constr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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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a Time Management know-how specialized for
COE/FED projects and we are successfully carrying out the
Time Management of "the US military base relocation
project". As a domestic expert specializing in COE/FED, we
will find our way into the future to become the leader of the
overseas market in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field.

HKCMC meets the most challenging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our many years of experience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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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in planning projects of Turn-key/ BTL/ BTO

Small-scal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PM&CM)

In planning projects and construction of Turn-key/BTL/BTO
projects, we have escaped from the existing uniform document 
writing methods. We help you to win projects by providing
differentiated services based on experienced experts and
professional knowledge accumulated over many years.

VE/LCC
HKCMC optimizes project implementation in terms of efficiency by
applying VE and LCC that aim to reduce cost and improve quality.

HKCMC, based on its know-how from large construction projects,
is providing CM services in small and medium-scale projects such
as small offices, shopping centers, and houses.

For CM services aimed at small-scale buildings, CM experts will
work for clients in the whole process of planning, design,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repair to effectively reduce the
cost and period by applying CM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to small and medium-scale projects with an
expected cost of about 1-5 billion won for complex approval
process, selection of design and construction companies, and
management of construction cost based on changes to design, etc.

We support efficient schedule management and project promotion
based on professional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nstruc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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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ultivate your talented employees as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experts based on Korea's best education system.

We have built Korea's best educational environment and
provided education to cultivate experts in CM and PM and
promote smooth project implementation. The contents of
our education based on professional experiences is
excellent in relevant areas as we have maintained the 1st
rank in the country and provided great help to implement
CM/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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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ill be your successful partner with innovative construction IT solution
(CAT-PCS) based on PMIS develop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We were the first company to develop and market PMIS in Korea
and our PMIS has become the cornerstone of th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in Korea market. HKCMC is developing and
selling construction-related solutions such as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PMIS/CMIS) and we are also providing a
total service ranging from IT infrastructure commissioned
operation, construction IT education and etc.

Comprehensiv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ystem (CAT-PCS)
CAT-PCS is a representativ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ystem contributing to informatization, increased efficiency, and
improved productivity of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the most
advanced IT promoted by HKCMC which developed and
disseminated PMIS via internet in 2001 for the first time in Korea.



Since the development of PMIS via internet in 2001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company developed a VE solution and a process and prime cost management solution
(CAT Series) and applied them to project management services to utilize more
advanced management techniques by providing more developed PM services,
connecting processing and cost, and tracing and managing VE implementation data.

Link Resource(BOM, BOQ) and Activity system (CAT-Time+)
Update implementation by connecting the real-time data of
PRIMAVERA/MS-Excel/CAT-Time+
Speedy and accurate link resource and activity identification of supply
and demand of materials and personnel by segmented activities
Work progress tabl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progress speedy
measures to changes in the actual work sites

Preliminary standard Time Management control  system (CAT-PLAN)
CAT-PLAN makes Work progress table write-up scientific and reduces
time through accumulation of actual processing materials and
computerization of a Work progress table development process. It is a
system to write a preliminary standard Work progress table through
complementing performances of the existing standard Work progress
table.

VE System
VE System is a system to acquire value functions that are optimal to cost
spent for a construction project. It is a system to implement valueimproving
techniques to develop alternatives from construction methods,
processes, and procedures while maintaining quality requirement asked
by clients.

4D-VC
4D-VC is a core solution in the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work flow
that provides ways for project members to securely share 3D design
models, integrate them, and perfectly review them.

CAT-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
CAT-FMS allows efficient management of repair and replacement of
aged equipments and energy efficiency of facilities based on drawings,
equipment's Q&M manual, spare parts, life cycle information and etc. It
is a final stage management system using the data obtained by operating
PMIS and V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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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Solution-PRIMAVERA

We will be your Successful partner with the innovative construction IT solutions
(PRIMAVERA)

The Primavera providing a total solution of the construction 
management improves planning, management, and the ability 
to perform the Projects and Programs. It also helps to manage 
the Risk management of Schedule and Cost, Contract management, 
and the Portfolio including the total business.
We reserves the right to sell and educate about Primavera.
And we will do our best to provide  optimal technology and service 
for your construction management.



2016.11 클레임 대비용 정보처리 방법 및 이에 의한 시스템 특허출원(특허출원번호:10-2016-0161587 / 특허출원일:11월30일)

2016.04 Primavera Global Business 아/태평양 지역 최우수 공헌 파트너 수상

2016

2015.02 Microsoft Partner 등록(공식판매업체)

2015.0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협약서 / KAIST

2015

2013.12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협약서 /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

2013

2011.11 품질경영시스템[KS Q ISO 9001]인증획득 / 크레비즈인증원(한국능률협회인증원)

2011.11 ㈜한국씨엠씨 건축사사무소 설립

2011.08 Primavera Global Business Unit 파트너(Primavera 제품군 리셀러)공식 업체 자격 획득

2011.03 본사이전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851 한화비즈메트로1차 4F

2011

2010.09 플랜트 건설사업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협약 체결 / 국가핵융합연구소 /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2008.1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승인 (2008년 12월 03일)

2008.09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건설 기술부문 구조 전문분야 외)

2008.07 진금택 사장 취임(2008년 7월 1일)

2008.07 "Time Scheduler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공동개발 협정 / 한국CM협회

2008.06 초기 공정 계획 및 진도관리 시스템 CAT-TIME PLUS PROGRAM 개발

2007.02 "Time Scheduler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공동개발 협정 /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본사이전 서울시 서초고 방배동 875-5 예광빌딩 4층2007.01

2005.04 ㈜HKCMC 법인설립(건축감리전문회사: 제5건341호등록)

2003.05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연구개발 벤처기업으로 승인 (2003년 05월 07일)

2003.05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수행(벤처기업승인) / 평가기관:산업기술평가원

2002.05 인터넷을 이용한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 특허출원(특허출원번호:02-26727 / 특허출원일:05월15일)

2001.11 정보통신부 ASP 시범 사업자 선정 / PMIS(건설사업관리시스템)

2001.03 국내 최초 Web을 이용한 건설업관리시스템(PMIS) 개발(ⓘBuild –PMIS)

2000.05 ㈜한국씨엠씨 법인설립 (설립시 명칭 : ㈜노아인터빌드) 

2001 ~ 2010

2014.07 건설기술용역업 : 설계.사업관리(일반) 등록

2014

2017.11 클레임 대비용 정보처리 방법 및 이에 의한 시스템 특허등록(특허등록번호:10-18054353 / 특허등록일:11월30일)

2017.02 자동화된 분류별 공정표 표시 방법 및 시스템 특허출원(특허출원번호:10-2017-0023303 / 특허출원일:02월22일)

2017

2018.1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2018년 11월 15일) "㈜한국씨엠씨 인력개발원"

2018

2019.12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지능형 통합관리 지원 시스템 V1.0 GS인증 1등급 획득(인증번호 : 19-0563 / 인증일 : 12월19일)

2019



The business of company실적

2018.11 IT 2018년 공정관리시스템 사업지원 및 개발 / 현대엔지니어링㈜

2018.11 삼성물산 Commercial 전문가과정 7기 / 성균관대학교

2018.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2018.09 보은 노인복지 시설 건설공사 적정 공기 산정 및 공정표 작성용역 /
서원건설㈜

2018.08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대로 공기분석용역 / 삼성물산㈜

2018.07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영향성 검토 용역 / 한국전력기술㈜

2018.06 글로벌 수준의 표준화된 유지관리 절차서 개발연구용역 / 한국도로공사

2018.06 OO신축공사 2심 기술지원 용역 / H사

2018.05 삼성물산 Commercial 전문가과정 6기 / 성균관대학교

2018.05 건설학부 공정관리 이론 및 실습 교육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18.05 서해선 4공구 철도노반 및 궤도시스템 건설공사 공정표작성용역 /
대우건설㈜

2018.04 신서천화력건설 사업관리 사업주 현장 공정관리기술 지원용역 /
한국전력기술㈜

2018.04 현대건설 AWP도입 프로젝트용역 / 인터그래프코리아㈜

2018.01 PMIS 구축 / 아시아나IDT㈜

2018.0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종합사업관리기술 지원용역(12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8.05 삼성물산 Commercial 전문가과정 6기 / 성균관대학교

2018

2019.02 OOO 1,2호기 보일러 및 터빈 구매계약 관련 지연분석 용역 / 
법무법인 광장

2019.04 새만금 종합사업관리 절차서 개발 및 기술지원 용역 / 새만금개발청

2019.04 OOO 1,2호기 기전공사 공기영향분석보고서 작성 용역 / 법무법인 지평

2019.05 건설학부 공정관리 이론 및 실습 교육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19.05 삼성물산 Commercial 전문가과정 8기 / 성균관대학교

2019.05 GM KOREA 도장공장 건설공사 위한 PMIS 구축 및 임대 / ㈜포스코건설

2019.08 IT 2019년 공정관리시스템 사업지원 및 유지 / 현대엔지니어링㈜

2019.10 OOO 1,2호기 기전공사 의견서 작성 용역 / 법무법인 지평

2019.11 발전5사 발전플랜트 건설표준공기 개발 용역 / 한국전력기술㈜

2019.11 삼성물산 Commercial 전문가과정 9기 / 성균관대학교

2019.02 용사의 집 재건립 위탁개발사업 적정공기 산정 용역 / 제호바컨설턴트

2019.0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종합사업관리기술 지원용역(13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9

2020.03 양지로지스틱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 구축용역 /
㈜포스코건설

2020.07 이라크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 P6 공정표 작성 용역 / ㈜건화

2020.10 현대엔지니어링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 / 현대오토에버㈜

2020.10 삼성물산 Commercial 전문가과정 10기 / 성균관대학교

2020.11 EVM(공정원가통합관리체계) PoC / ㈜대우건설

2020.11 용인 연구소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 구축용역 /㈜포스코건설

2020.06 IT 2020년 공정관리시스템 사업지원 및 유지 / 현대엔지니어링㈜

2020.06 새만금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 용역 / 새만금개발청

2020.06 건설학부 공정관리 이론 및 실습 교육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0.04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설계용역 전문(시공계획) 작성 용역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5 건설학부 공정관리 이론 및 실습 교육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0.06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서부지부 신사옥 건립공사 실시설계 단계 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표 작성 용역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3 KT광화문빌딩 리노베이션 전문(시공계획) 작성 용역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2 IT-통합사업관리(EPCSPACE)시스템 2차 분석 / 현대엔지니어링㈜

2020.01 IT EPC Space Unifier 시범적용 / 현대엔지니어링㈜

2020.01 용두 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신축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위한 PMIS 
구축용역 /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종합사업관리기술 지원용역(14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0

2016.10 천안기능지구 SB플라자건립 사업예정 공정표작성용역 /
㈜디엔비건축사사무소

2016.10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C4I사업 외부체계케이블(OSP-Cable) 정보통신공사 
공정진도관리용역 / 오티씨테크놀로지㈜

2016.10 신서천화력건설 사업관리 사업주현장 공정관리 기술지원용역 / 
한국전력기술㈜

2016.09 YRP 가족 비동반 병사숙소 건설공사 기술제안용역 /
㈜라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2016.09 Delay Analysis 2일 교육 / 한국전력기술㈜

2016.12 쿠웨이트 압둘라 공정계획서작성용역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6.12 광교신도시 PMIS 구축 / 경기도시공사

2016.12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차) 중 공사 예정공정표작성 
용역 / ㈜유신

2016.11 해외 OO플랜트공사 클레임 자문용역 / K사

2016.11 공정관리 Project Innovation(PI) 컨설팅 / 현대엔지니어링㈜

2016.11 건축공학부 공정관리 교육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6

2017.10 공정 및 사업관리 역량향상 교육 / 현대엔지니어링㈜

2017.09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현상설계 시공계획 용역 /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2017.09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 건축설계공모 시공계획 용역 /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2017.08 GS홈쇼핑 군포 신물류센터 신축공사 PMIS 구축 / ㈜KCC건설

2017.08 삼성물산 Commercial 전문가과정 5기 / 성균관대학교

2017.08 EPC 플랜트 공정관리 시스템 구축 / 현대엔지니어링㈜

2017.08 KF-X 일정관리(IMS) 시스템 구축 / 한국항공우주산업㈜

2017.07 은평 뉴타운 종교용지9 종교시설(수도원) 신축건축공사를 위한 
PMIS 구축 /㈜코렘시스

2017.07 해외Planning Manager 양성 공정관리 실무과정 / 쌍용건설㈜

2017.06 OO대학교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산정 용역 / 
K사

2017.06 OO플랜트공사 공기지연분석보고서작성용역 / S사

2017.06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C4I사업 외부체계케이블(CPS-Cable)정보통신공사 
공정진도관리용역 / 오티씨테크놀로지㈜

2017.04 삼성물산 Commercial 전문가과정 4기 / 성균관대학교

2017.04 엔지니어링프로젝트의 단계별최적의사결정을 지원하는빅데이터기반의 
지능형프로젝트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2017.02 NhaThang CPM 공정표작성용역 /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2017.0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종합사업관리기술 지원용역(11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7.11 강북삼성병원 미래의학관 신축 및 지하개발공사 / 씨제이건설㈜

2017

2017.01 KTC충북혁신도시 ESS사업 및 전자파시험센터 구축공사 만회예정공정표 
작성용역 / ㈜기원종합건설

2017.01 OO플랜트공사 지연원인분석용역 / D사

2017.01 2017년 공정관리 및 공정클레임 전문가 과정 교육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6.09 삼성물산 Commercial 전문가과정 3기 / 성균관대학교

2016.07 OO건설공사(전기공사) 클레임 및 중재 기술지원 컨설팅 / D사

2016.09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시공계획용역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2016.09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 건설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 시공계획용역 / 
㈜화인

2016.09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상계연장선 기본설계 및 수정 사업제안서작성, 
대정부협상 용역 /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2016.09 OO~OO철도 O-O공구공사 클레임용역 / D사

2016.07 해외Planning Manager 양성 공정관리 실무과정 / 쌍용건설㈜

2016.06 서해선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 공정표작성용역 및 진도관리 / 
㈜대우건설

2016.04 4D 시뮬레이션 구현 컨설팅 / POSTECH

2016.04 리스크관리 교육 / 한국수력원자력㈜

2016.04 삼성물산 Commercial 전문가과정 2기 / 성균관대학교

2016.04 O국도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검토용역 / D사

2016.04 ULSAN LINE 9 PROJECT 진도관리용역 / ㈜에스씨티

2016.01 강원대 그린에너지 연구관 신축공사 예정공정표작성용역 / 
㈜디엔비건축사사무소

2016.01 2016년 공정관리 및 공정클레임 전문가 과정 교육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6.01 현대엔지니어링Time Management 용역 / 현대엔지니어링㈜

2016.0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종합사업관리기술 지원용역(10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5.12 해외 건설 클레임에 대비한 인텔리전트 사업관리 시스템 개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5.11 행정중심복합도시 5생활권 BRT도로 CPM 공정표개정(Rev.2)용역 / 
㈜동양건설산업

2015.1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사옥신축공사 공정표작성용역 / 
㈜디엔비건축사사무소

2015.11 중이온가속기 기본설계공정표작성 및 시공계획 /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2015.11 OO신축공사 클레임(공기지연분석)용역 / H사

2015.10 OO신축공사 클레임 공정관리 프로그램 구현 및 감정보고서 작성용역 3차 / 
C사

2015.10 OO건설공사 공기연장 사유분석 및 공기일수 산정보고서 작성 용역 / C사

2015.08 삼성물산 Commercial 전문가과정 1기 / 성균관대학교

2015.07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대비공사(기타부대공사) 협의율 요청 관련 등 자문
용역 / 두산중공업㈜

2015.08 플랜트 협업 멀티/다계층 프로젝트관리체계 구축 기술개발 / KAIST

2015.08 평창올림픽 플라자 턴키 시공계획 용역 / ㈜화인

2015.08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골조 및 외장공사 심의자료 작성용역 /
한진중공업컨소시움

2015

2014.12 뉴칼레도니아NMC 확장EPC사업공정표작성용역 /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2014.12 플랜트 엔지니어링 협업을 위한 통합 프로젝트 관리기술 개발 / 
KAIST

2014.11 베트남 옌빈 메탈동 신축공사 공정관리 전문용역 / 삼성물산㈜

2014

2015.07 아모레퍼시픽TP 사업장신축공사 기술제안작성용역 /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2015.07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 공정관리용역 / 
현대건설㈜

2015.06 관하천 수해 복구 공사 간접비 검토용역 / D사

2015.06 NH농협충남통합본부신축공사 네트워크 공정표작성용역 /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2015.06 사우디 제다 프로젝트 기술제안작성용역 / 삼성물산㈜

2015.06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공정표개정용역 / 현대엔지니어링㈜

2015.06 OO건설공사 공기연장 사유분석 및 공기일수 산정보고서 작성 용역 / C사

2015.06 OO신축공사 클레임 공정관리 프로그램 구현 및 감정보고서 작성용역 2차 / 
C사

2015.05 상도2동 22-55번지외 4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 동작구청

2015.05 건축공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포스코건설

2015.03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22개소 BTL사업건설 사업관리 용역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2015.03 은곡~방죽1마을 연결도로 확장개설공사 기본및실시설계용역 / 강남구청

2015.03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건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강남구청

2015.03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초기공정계획 작성용역 / ㈜포스코건설

2015.02 2015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설계용역 / 서울특별시청

2015.02 대구숙천초등학교 개천공사 예정공정표작성용역 / ㈜에파건축사사무소

2015.02 OO신축공사 클레임 공정관리 프로그램 구현 및 감정보고서 작성용역 1차 / 
C사

2015.02 Algeria ORAN Tram 동서연결도시철도 컨설팅 용역 / ㈜도화엔지니어링

2015.01 OO신축공사 클레임(공기지연분석)용역 / H사

2015.01 아모레퍼시픽 대전물류센터 신축공사 토목시공계획 / 삼성물산㈜

2015.01 노후시설 환경개선 2차(제6연구동)공사 예정공정표작성용역 / 
㈜디엔비건축사사무소

2015.0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기숙사 신축공사 공정표 작성용역 / 
㈜디엔비건축사사무소 

2015.0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종합사업관리기술 지원용역(9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5.01 행정중심복합도시 5생활권 BRT도로 CPM공정표개정(Rev.1)용역 / 
㈜동양건설산업

2015.01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4지역병영시설 기본설계 기술제안작성용역 /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2015.01 현대엔지니어링Time Management 용역 / 현대엔지니어링㈜

2015.01 외부기술근로자 기술지원용역 / 한국전력기술㈜

2015.01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주설비공사 기술제안작성용역 / ㈜유신

2014.10 대구 금호 C-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개발계획서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2014.10 당진화력 9,10호기 사업관리체계 전산운영 지원용역 / 한국전력기술㈜

2014.09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현장 건설사업관리 계획서 작성용역 / 대림산업㈜

2014.08 아모레퍼시픽 사옥 신축공사 (국제빌딩주변제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기술제안 설계용역 / 한국씨아이엠㈜

2014.08 진천선수촌 2단계 2구역 신축실시설계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2014.07 인천국제공항 3단계 BHS 건설공사공정관리용역 / 지멘스

2014.07 포스코건설 브라질CSP 문서관리(설계, 제작) 구축1식 / ㈜포스코아이씨티

2014.07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골조 및 외장공사 중 건설사업관리 (공정관리) / 
㈜한진중공업건설부문

2014.07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골조 및 외장공사 중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계획서) / ㈜한진중공업건설부문

2014.06 OO신축공사 클레임(공기지연분석)용역 / H사

2014.06 행정중심복합도시 3-2구역 조성현장 공정계획수립 Revision 
공정표작성용역 / 금호산업㈜

2014.06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기지차량 정비시설 및 다운타운지원시설 건설공사 
공정계획서작성용역 / 현대산업개발㈜

2014.05 잠실종합운동장부지 개발계획 사업제안서 작성용역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2014.05 신한울3,4호기 종합설계용역 예비사업 / 한국전력기술㈜

2014.04 카타르 Academy Expansion Project 설계 공정계획작성용역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2014.04 행정중심복합도시 3-2구역 조성현장 공정계획수립 Revision 공정표작성용역 / 
금호산업㈜

2014.04 공정관리인력지원용역 / 현대건설㈜

2014.04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B2블럭 민간참여 공동사업 기술제안작성용역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2014.03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건설 종합설계기술용역 / 한국전력기술㈜

2014.02 행정중심복합도시 5생활권 BRT도로 CPM공정표작성용역 / ㈜동양건설산업

2014.02 사업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기초과학연구원

2014.02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C4I사업 외부체계케이블(OSP-Cable) 정보통신공사 
공정관리용역 / 오티씨테크놀로지㈜

2014.02 Risk Analysis 유지보수 / 포항공과대학산학협력단

2014.0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종합사업관리기술 지원용역(8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4.01 제2여객터미널 외장 및 골조공사 기술제안작성용역 / ㈜한진중공업

2014.01 포스코건설 브라질CSP 문서/공정관리 운영용역 / ㈜포스코아이씨티

2014.01 AmpangPSD 공정표변환용역 / ㈜LG CNS

2014.01 강의업무위탁계약 / 삼성에스디에스㈜

2014.01 공정표작성용역외 / ㈜포스코A&C

2014.01 안산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공사 공정관리 Field Engineer 파견용역 / 
㈜포스코건설

2014.10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C4I사업 외부체계케이블(OSP-Cable) 
정보통신공사 공정관리용역 / 오티씨테크놀로지㈜

2014.10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중 공정표작성용역 / 
현대엔지니어링㈜

2015.09 원전 건설관리 표준 프로세스 및 절차서 고도화 지원용역 / 
한국전력기술㈜

2015.10 OO조성사업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검토용역 / S사

2015.10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C4I사업 외부체계케이블(OSP-Cable) 정보통신공사 
공정진도관리용역 / 오티씨테크놀로지㈜

2014.11 포스코건설 SM (문서관리 시스템 운영) / 뉴윈텍㈜



2013.12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기지차량 정비시설 및 다운타운지원시설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현대산업개발㈜

2013.12 카자흐스탄 화공 플랜트 공정표작성 및 운영용역 / ㈜글로벌엔지니어링

2013

2012.12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C4I CMIS 구축 및 운영 / 오티씨테크놀로지㈜

2012

2013.12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기지차량 정비시설 및 다운타운지원시설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현대산업개발㈜

2013.11 카타르 파운데이션 MeezaOfice 설계 공정계획작성용역 / 
㈜삼우종합건축사무소

2013.11 행정중심복합도시 3-2구역 조성현장 공정계획수립 Revision 공정표작성용역 / 
금호산업㈜

2013.10 방글라데시Ashuganj225MW CCPP(공정관리외주파견) / 
현대엔지니어링㈜

2013.08 장사시설 관련 PM용역 / 재단법인 지평

2013.08 호주 Adani Carmichael Rail PJT 입찰설계 용역 / ㈜포스코건설

2013.08 판교 테크노 밸리 산학연R&D센터 건립공사 기술제안작성용역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2013.07 사우디 킹압둘라 스포츠 시티 ELV PACKAGE Time Management / 
삼성에스디에스㈜

2013.07 포스코건설 브라질CSP 문서/공정관리 운영용역 / ㈜포스코아이씨티

2013.07 NH농협 세종통합센터신축공사 기본설계용역 /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2013.07 안산복합발전사업 상세설계용역 / 공정관리파견용역 / ㈜포스코엔지니어링

2013.06 코엑스몰 리모델링공사 공정관리용역 / 현대건설㈜외

2013.06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군장성막사기본설계 기술제안 중 프리마베라P6 
Data 작성용역 / ㈜지티코리아

2013.06 포스코건설 브라질CSP 사업공정계획 개선 자문용역 / ㈜포스코건설

2013.06 한국정보화진흥원신청사건립공사 /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2013.05 포스코 복합7,8,9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공정관리용역 / SK건설㈜

2013.05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종합사업관리 용역 건설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자문계약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3.05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C4I사업 외부체계케이블(OSP-Cable) 정보통신공사 
공정계획수립용역 / 오티씨테크놀로지㈜

2013.05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기지차량 정비시설 및 다운타운지원시설 건설공사 
기술제안작성용역 / ㈜행림건축사사사무소 외4개사

2013.05 법무연수원 신축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및 시공계획서작성용역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2013.05 태안IGCC 가스화실증플랜트 종합설계기술용역 / 한국전력기술㈜

2013.04 진도관리 및 공정지원용역 / 삼성물산㈜

2013.04 신고리 원자력 3,4호기 종합설계용역 / 한국전력기술㈜

2013.04 신울진3,4호기종합설계기술외부기술인력파견 / 한국전력기술㈜

2013.04 APR1400 종합설계분야NRC DC를위한보완설계및사전인허가용역 / 
한국전력기술㈜

2013.04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종합사업관리 용역 건설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 서울지방조달청

2013.04 코엑스몰 리모델링공사 기술제안작성용역 / 현대건설㈜외

2013.04 하이원스위치백리조트 조성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작성용역 / 
㈜태영건설 외

2013.03 강의업무 위탁계약 / 삼성에스디에스㈜

2013.03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기지차량 정비시설 및 다운타운지원시설 건설공사 
기술제안작성용역 / 현대산업개발㈜

2013.03 사우디 킹압둘라 스포츠 시티 ELV PACKAGE IK(3개월) / 
삼성에스디에스㈜

2013.03 행정중심복합도시 3-2구역 생활권 택지 개발 Revision 
공정표작성용역 / 금호산업㈜

2013.03 Yanbu Power and Desalination Plant P3 스케줄Setup / 
삼성엔지니어링㈜

2013.03 삼성동코엑스몰리모델링기술제안 중 공정관리부문작성용역 / 
현대건설㈜

2013.03 평택 복합화력 2단계 설계기술용역(공정관리) / 한국지역난방기술㈜

2013.03 중이온 가속기구축사업 프로젝트관리 초기공정계획 수립지원용역 / 
기초과학연구원

2013.03 미8군사령부 IMCOM/P 건립사업 관리계획서 작성용역 / ㈜현대산업개발

2013.02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군장성막사기술제안 중 프리마베라부분 작성지원용역 / 
㈜지티코리아

2013.02 세종시정부청사 2-1구역 건립공사 공정진도관리용역 / GS건설㈜

2013.02 행정중심복합도시 2-1구역 생활권 택지 개발 CPM 공정관리계획서작성용역 /
금호산업㈜

2013.01 공정관리인력지원용역 / 현대건설㈜

2013.01 포스코건설 SM운영 / 뉴윈텍㈜

2013.01 포스코건설 호주 인프라 구축 용역 / ㈜포스코아이씨티

2013.01 삼성화재 고양연수원 신축공사 공정관리용역 / 삼성에버랜드㈜

2013.01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기지차량 정비시설 및 다운타운지원시설 건설공사 
기술제안작성용역 / ㈜행림건축사사무소

2013.01 광주과학기술원 2단계 실시설계 기술제안작성용역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2013.01 포스코건설 브라질CSP 사업공정계획 개선 자문용역 / ㈜포스코건설

2013.01 사우디 SADARA Tank Project / ㈜포스코엔지니어링

2013.01 사우디 라스알케어 담수화플랜트CPM 공정표작성용역 / 성화산업㈜

2013.01 포스코건설 브라질CSP 프로젝트 문서 협업 유지보수 / ㈜포스코아이씨티

2012.12 세종시정부청사 3단계 2구역 건립공사 공정관리용역 / 대우조선해양건설㈜

2012.12 방글라데시Compressor Station Project / 현대엔지니어링㈜

2012.12 원전 생애주기 프로세스 설계 및 절차서 개발 지원용역 / 한국전력기술㈜

2012.11 아람코프로젝트PWP 커스터마이징 / 삼성에스디에스㈜

2012.11 포스코건설 CSP사업단 Primavera 구매 / ㈜포스코아이씨티

2012.11 사우디 킹압둘라 스포츠 시티 ELV PACKAGE Time Management / 
삼성에스디에스㈜

2012.10 행정중심복합도시 3-1.3-2구역 생활권 택지 개발 공정표작성용역 / 
청건설㈜

2012.10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평택병원 및 치과건설공사 Time Management 
컨설팅 추가용역 / 삼성물산㈜

2012.10 포스코건설 브라질CSP 프로젝트 문서 협업 및 공정관리운영 / 
㈜포스코아이씨티

2012.10 Indonesia PBIBDE Project CPM 공정분석보고서작성용역 / 
도요엔지니어링코리아㈜

2012.10 서울 마곡지구 15단지 아파트신축공사 수정공정표작성용역 / 
대우조선해양건설㈜

2012.10 서울 마곡지구 14단지 아파트신축공사 수정공정표작성용역 / ㈜한화건설

2012.10 한솔이엠이, ㈜신텍공정관리프로그램 구축 / 한솔PNS㈜

2012.10 신림-봉천터널2공구현장 공정표작성용역 및 프로그램 구입 / 지에스건설㈜

2012.09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미8군사령부 건설공사 기술제안작성용역 / 
㈜종합건축사사무소동우건축

2012.09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종합설계용역 예비사업 / 한국전력기술㈜

2012.09 한전 KDN 본사 사옥건립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작성용역 / ㈜범건축

2012.09 기술직 직무교육 / ㈜한진중공업

2012.09 APR1400 종합설계분야NRC DC를위한보완설계및사전인허가용역 / 
한국전력기술㈜

2012.09 카타르 국립박물관 신축공사 공정관리용역 / 현대건설㈜

2013.0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종합사업관리기술 지원용역(7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3.02 말레이시아 마트레이드현장 공정관리용역 / ㈜대우건설

2013.10 제2 영동고속도로 공정관리용역 / 현대건설㈜

2013.10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종합설계용역 예비사업 외부기술인력파견 / 
한국전력기술㈜

2013.11 행정중심복합도시 4-1공구 현장 중 CPM 공정표작성용역 / ㈜한화건설



2011.12 Primavera P6 PPM, Contract Management,Risk Analysis 납품 및 건설
사업관리 교육 / 포스텍 엔지니어링 대학원(GEM)

20112012.08 호주 Roy Hill 광산 EWP Time Management(해외) / ㈜포스코건설

2012.08 비용일정관리계획서작성용역 / 삼성물산㈜

2012.08 포스코건설 브라질CSP 프로젝트 문서 협업 시스템 구축 / 뉴윈텍㈜

2012.08 도로건설 글로벌 사업관리절차서 개발 기술지원용역 / 한국전력기술㈜

2012.08 한전기술시공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 SK C&C㈜

2012.07 독신숙소(모듈러공법) 2단계신축공사(T/K) 실시설계 / 
㈜선진종합건축사사무소

2012.07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평택병원 및 치과건설공사 Time Management 
컨설팅용역 / 삼성물산㈜

2012.07 비용일정 시범사업 업무지원 용역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2.06 한국항공대 연구실험동 현장 공정표작성용역 / 삼환기업㈜

2012.05 제2 시립미술관 건설사업 시공계획작성용역 / 
㈜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외3사

2012.05 사우디아람코 PMIS 구축 / 삼성에스디에스㈜

2012.05 태안IGCC 가스화실증플랜트 종합설계기술용역 / 한국전력기술㈜

2012.05 포스코건설 브라질CSP 메일 시스템 구축용 SW 납품 / ㈜포스코아이씨티

2012.05 비용일정 시범사업 업무지원 용역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2.04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평택병원 및 치과건설공사(건설사업관리) / 
㈜종합건축사사무소동우건축

2012.04 제일모직 김포통합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Time Management 컨설팅용역 / 
삼성에버랜드㈜

2012.04 신울진 3,4호기 종합설계용역 예비사업 / 한국전력기술㈜

2012.04 신고리 원자력 3,4호기 종합설계용역 / 한국전력기술㈜

2012.04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평택병원 및 치과건설공사 기술제안작성용역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2012.04 새만금 종합사업관리체계구상을 위한 기술용역 / 국토연구원

2012.04 HoutOnshore Gas Facilities 프로젝트용Primavera Contract Management 
납품 / ㈜대우건설

2012.04 Woodside Project CPM 공정표작성및교육 / STX팬오션㈜

2012.04 인천국제공항 T2 전면시설 설계공정표작성용역 / ㈜혜원종합건축사사무소

2012.04 서울 마곡지구 15단지 아파트신축공사 Primavera 및 Time Management 교육 / 
삼환기업㈜

2012.04 시게이트 코리아 디자인센터 신축공사 공정계획수립 및 진도관리 / 
삼성에버랜드㈜

2012.03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공정계획수립(2차) / 터너앤타운젠트코리아㈜

2012.03 독신자숙소(모듈러공법) 2단계사업신축공사(T/K) 기본설계 / 
㈜선진종합건축사사무소

2012.03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4교 건설공사 공정계획수립, 진도관리 및 교육용역 / 
SK건설㈜

2012.03 신울진1,2호기종합설계용역 / 한국전력기술㈜

2012.02 Time Management 교육 / ㈜칸

2012.02 안산 복합발전사업 상세 설계 용역 Time Management / ㈜포스코엔지니어링

2012.02 포스코건설 브라질CSP 공정정보 Viewer 납품 / ㈜포스코아이씨티

2012.02 호주 Roy-Hill 광산 EWP Time Management / ㈜포스코건설

2012.02 인천 구월동 메디컬 센터 신축공사 공정표작성용역 / 삼양건설산업㈜

2012.0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종합사업관리기술 지원용역(6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2.02 태안IGCC 가스화실증플랜트 종합설계기술용역 / 한국전력기술㈜

2012.01 현대엔지니어링Time Management 용역 / 현대엔지니어링㈜

2012.01 도로건설 사업관리절차서 개발 / 한국도로공사

2012.01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전문센터 설계 변경 및 호흡기 전문 질환 센터 증축공사 
설계 Time Management / ㈜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2011.12 KEPCO E&C EPC 프로젝트 사업비관리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 SK C&C㈜

2011.12 고려 아연 사택 주상 복합 아파트 골조공사 공정계획서작성용역 / ㈜한진중공업

2011.11 USKR 공정계획수립컨설팅 / 터너엔타운젠드코리아㈜

2011.11 전주, 완주혁신도시A-14BL 보금자리주택건설공사(실시설계) 
Time Management / ㈜그룹신도시건축사사무소

2011.11 인천국제공항 3단계 부대 건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단우건축사사무소

2011.11 행정중심복합도시 3-2구역 생활권 택지 개발 공정표작성용역 / 금호산업㈜

2011.11 서울 마곡지구 14단지 아파트신축공사 공정표작성용역 / ㈜한화건설

2011.10 육군 춘천 관사 BTL 및 간부 숙소 민간 투자 시설 사업 BTL /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2011.10 여의도 성모병원 리모델링 공사 공정표작성용역 / ㈜평화종합건설

2011.09 국내 원전 건설관리체계 구축 현황 분석 및 To-be 프로세스설계 컨설팅 / 
한국전력기술㈜

2011.09 동아 디지털 미디어센터 신축공사 시공계획작성용역 / 현대건설㈜

2011.09 김포 한강신도시 AB-02블럭 공정표작성용역 / 대림건설㈜

2011.09 십정 경기장 건설공사 중 3D모델링(BIM) 컨설팅 / ㈜한화건설

2011.09 신한금융데이터센터신축공사 중 PMIS 설치운영 및 TimeManagement 
컨설팅 / ㈜한화건설

2011.09 포스코건설 브라질CSP FEL3 Time Management 계획수립컨설팅 / 
㈜포스코건설

2011.09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리모델링(TURN-KEY)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2011.08 부산 명지엘크루신축공사 Time Management 컨설팅 / 대우조선해양건설㈜

2011.07 십정 경기장 건설공사 중 공정표작성용역 / ㈜한화건설

2011.07 LING AO PHASEⅡ를위한 Project Management And Control 기술자문
용역 / ㈜파워빌트씨앤이

2011.07 울진1,2호기 S/G 제작 및 교체시공 기술지원용역 / 한국전력기술㈜

2011.07 호주 Roy-Hill 광산 Time Management / ㈜포스코건설

2011.07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설공사 지체부분(공사) 적정공기산정 연구용역 /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2011.06 한국교육학술정보원신축공사 PMIS 구축 / 동일건축사사무소㈜

2011.06 사우디 킹압둘라 스포츠 시티 입찰공정계획서작성용역 /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2011.05 전북혁신도시 A14블럭 아파트공사 시공계획작성용역 / 금호산업㈜

2011.05 MBC 신사옥 신축공사 공정계획수립용역 / 현대산업개발㈜

2011.05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리모델링 시공계획작성용역 / ㈜한진중공업

2011.04 신한금융그룹전산센터 신축공사 기술제안작성용역 / 대림산업㈜

2011.04 Global 사업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2단계 / ㈜포스코건설

2011.03 국립도서관 기술제안용역 / 금호산업㈜

2011.03 서소문 대한빌딩 신축공사 시공계획작성용역 / 현대산업개발㈜

2011.03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도서관 기술제안작성용역 / 금호산업㈜

2011.02 육군 춘천 관사 BTL 및 간부 숙소 시공계획작성용역 /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011.02 와플타워 신축공사 시공계획작성용역 / 대림산업㈜

2011.02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환승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PM용역 / 
㈜DA그룹엔니지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011.02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경공사 기술제안작성용역 / 
㈜DA그룹엔니지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011.02 4대강 살리기 사업통합 Time Management 기술지원(2단계)용역 / 
한국전력기술㈜

2011.10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작성용역 / 
GS건설㈜,계룡건설산업㈜,㈜태영건설

2011.10 서울 마곡지구 15단지 아파트신축공사 공정표작성용역 / 삼환기업㈜

2012.06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전문센터 및 호흡기 전문 질환 센터 공정표작성용역 / 
계룡건설산업㈜

2012.06 부천대학교 제2 캠퍼스1단계건설공사설계용역 /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009.12 CO₂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CCMS)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5.12 LING AO PHASEⅡ를위한 Project Management And Control 
기술자문용역 / ㈜파워빌트컨설팅

2009.0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종합사업관리기술 지원용역(3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9

2008.1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종합사업관리기술 지원용역(2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8.02 사업관리, 공정관리 Partnership / 현대엔지니어링㈜

2008

2007.12 메가프로젝트 건설사업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참여 / 
서울시립대학교

2007.12 공정관리교육 및 공정표준안 컨설팅 / 롯데건설㈜

2007.04 POSCO FINEX PLANT건설사업 1.5MT 상세공정표 개발 및 
전산화컨설팅 /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05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수행 
(PDA를 이용한 프로젝트관리시스템) / 평가기관:산업기술평가원

2003

2010.12 신한금융그룹데이터센터 PMIS 구축 및 운영 / 한미글로벌㈜

2010.12 에비슨의 생명 센터 공정표작성용역 / ㈜한화건설

2010

2011.02 평택 소사벌 아파트 웹카메라 및 CCTV설치용역 / ㈜효성

2011.02 송도 애니파크 빌딩건립공사 현장 PMIS 구축 / ㈜포스코엔지니어링

2011.02 카자흐스탄 남부 쉼켄트고속도로공사 4공구 공정표작성용역 / 
㈜포스코건설

2011.01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건립공사 기술제안작성
용역 / 현대건설㈜

2011.01 평택 여단병영시설본부 신축공사 공정표작성용역 / SK건설㈜

2011.01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립 공사 현장 PMIS 구축 / 
㈜포스코건설

2011.0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종합사업관리기술 지원용역(5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1.01 UAE RUWAIS 4thNGL Project Site1 / 성창E&C㈜

2011.01 Time Management 용역아웃소싱 / 현대건설㈜

2011.01 Time Management 용역아웃소싱 / 현대엔지니어링㈜

2010.12 고로설비신설(3.0MT) CPM 공정계획작성용역(Mega-Y) / ㈜포스코건설

2010.12 CGL CPM 공정계획작성용역(Mega-Y) / ㈜포스코건설

2010.12 광양 5소결 공장 신설 Time Management / ㈜포스코건설

2010.11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복합 커뮤니티센터 기술제안작성용역 / 금호/GS/
한신공영

2010.11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관 등 신축공사 기술제안작성용역 / 현대산업개발㈜

2010.10 카지노 영업장 환경 개선 공사 공정표작성용역 / ㈜대우건설

2010.10 평택 항공 작전 통제소 시설공사 공정표작성용역 / ㈜남화토건

2010.10 울산 고리 종합 정비 공장 건물 공정표작성용역 / ㈜한화건설

2010.09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Parcel 2B-2 기반시설공사 공정관리용역 / GS건설㈜

2010.08 아파트 모델공정계획 수립 용역 / ㈜효성

2010.08 Global 사업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 ㈜포스코건설 

2010.08 평택 소사벌지구 B-4BL 종합공정계획 및 진도관리용역 / ㈜효성

2010.07 2010년도 외부기술근로자 파견계약 / 한국전력기술㈜ 

2010.07 우즈벡 CAREC 도로공사 B2공구 Time Management 계획용역 / ㈜포스코건설

2010.07 김포한강신도시 Ab-01,02BL 주택건설공사 공정표작성용역 / 대림산업㈜

2010.06 K-C PMC PMIS 2단계 개발 용역 / (유)건원씨에이치투엠힐피엠씨

2010.06 원료 능력 증강 Coal Silo Time Management 용역 / ㈜포스코건설

2010.06 태국 Banchack Product Quality Improvement Project(Phase II)Time / 
㈜포스코엔지니어링

2010.06 LING AO PHASEⅡ를위한 Project Management And Control 기술자문
용역 / ㈜파워빌트컨설팅

2010.05 국립진주산업대학교 종합교육관 신축공사 기본설계용역 / ㈜정림건축/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2010.05 FINEX 2.0 MT CPM 공정계획작성용역 / ㈜포스코건설

2010.04 사업관리, 공정관리 Partnership / 현대건설㈜ 

2010.04 Time Management 인력지원용역 / 현대건설㈜

2010.03 4대강 살리기 사업통합 Time Management 기술지원용역 / 한국전력기술㈜

2010.02 REFINERY PLANT PROJECT 관련 CPM분석 /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0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종합사업관리기술 지원용역(4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0.01 우이-신설 지하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 사업통합 Time Management / 
㈜포스코건설

2010.01 포스코건설 경전철 표준 공정표 개발용역 /㈜포스데이터

2010.01 Time Management 용역 / 현대엔지니어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