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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인사말

이제 한국 건설산업의 발전방향은 단순시공에서 플랜트/발전/중공업 분야

와 고품질의 서비스와 역량이 요구되는 종합건설사업관리인 PM/CM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T와 e-Biz 시대라고 하는 산업 환경 구조속에서의 국

내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정보화와 국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씨엠씨 대표이사 신 현 국

종합건설사업관리로 영역을 넓혀 제도와 이론적으로만 논하여지던 건설사업관리, 즉 PM/CM 시장

을 체계적인 관리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IT기술을 접목시켜 효율적으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

운 영역을 창출해 나가야 할 시대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씨엠씨는 건설프로젝트 관리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건설사업관리의 분야별

전문 컨설팅과 건설감리 업무 등 건설사업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건설산업의 종합적인 사업관리는 물론 감리사업, TURN-KEY/BTL/BTO 등의 컨설

팅 업무, 해외 및 COE/FED 프로젝트의 사업관리, Time Management(NAS) 컨설팅, 건설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관리 및 Time Management 전문가 양성의 교육사업 등 건설사업의 종

합관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키우기 위한 기반을 다져 놓았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 준비된 ㈜한국씨엠씨는 귀사의 선진 건설기업으로 도약하는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외 모든 건설 관련사업에서 오랜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들의 주도로 품격

높은 컨설팅 업무와, 건설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제공하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혼신의 힘

을 다하면서 종합건설사업관리(PM/CM) 분야의 진정한 업체로 나아가겠습니다.

“건설인의 꿈을 이루는 기업”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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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현

황

I

I. Company Introduction

 회 사 명 ㈜한국씨엠씨

 대표이사 신현국

 사 장 진금택

 설립일자 2000 년 5 월 25 일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구로동, 한화비즈메트로 1차 4F)

• 주요사업

분 야

 국내 해외 종합건설사업관리(CM/PM) 

 공정관리, Risk 관리, 클레임

 건설 PI 및 BPM 업무 컨설팅

 기술제안 및 시공계획 (BTL/BTO, Turn-Key, SOC 사업)

 건설사업관리 (공정관리, Risk 관리, 클레임 등) 교육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 개발 및 운영 등 건설 IT 기술

 Oracle Primavera 제품 판매, 기술지원 및 교육

 Microsoft Project Solution 제품 판매, 기술지원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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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2. 회사연혁

회

사

현

황

I

I. Company Introduction

2000. 05 ㈜노아인터빌드(現 ㈜한국씨엠씨) 법인 설립

2001. 03 국내 최초 Web을 이용한 건설업관리시스템(PMIS) 개발 (ⓘBuild –PMIS )

2002. 05 인터넷을 이용한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 특허출원

2003. 05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수행 (벤처기업 승인)

2005. 04 주식회사 HKCMC 설립

2008. 07 진금택 사장 취임 (2008년 7월 1일)

2011. 03 “주식회사 한국씨엠씨”로 법인명 변경

2011. 03 본사이전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851 한화비즈메트로 1차 4F

2011. 08 Primavera OU(Oracle University, Oracle 공식교육자격) 획득

2011. 09 Primavera Global Business Unit 골드 파트너 공식 업체 자격 획득

2011. 11 ㈜한국씨엠씨 건축사사무소 설립

2011. 11 품질경영시스템[KS Q ISO 9001]인증

2014.05 중기업 확인서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2014.07 건설기술용역업 : 설계 ∙ 사업관리(일반) 등록

2015. 01 엔지니어링 분야추가(도로공항, 토질지질, 도시계획, 구조), 현재 4개 분야

2015. 02 Microsoft Partner 등록(공식 판매 업체)

2016. 04 Primavera Global Business  아/태평양 지역 최우수 공헌 파트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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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주요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

사업 위치 • 충남 연기군, 공주시 일원

이전기관 • 총 49개 단위기관

• 중앙행정기능 12부 4처 2정 이전(1만여평)

• 17개 국책연구기관(2,500평)

건설비용 • 국가지출비용 총 8조 5천억원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

• 사업시행자 및 민간지출비용은 제외

내 용 • 사업관리절차 수립

• 사업번호체계, 업무분류체계(WBS) 수립

• 공정표체계 작성 및 운영

• 기본공정표(PMS), 종합공정표(PSS), 관리기준공정표(IPS)

• 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운영

I. Company Introduction

행복도시종합사업관리 (2008년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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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주요사업 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사 업 명 • 4대강 살리기 사업

사업 범위 • 본사업 : 홍수 조절∙물확보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

• 직접연계사업 : 섬진강과 13개 주요 지류 국가 하천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증을 위한 사업

• 연계사업 :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

시간적 범위 • 본사업 2011년 완료

공간적 범위 • 4대강∙섬진강 본류 및 주요 지류 국가 하천

- 한강 : 본류(남한강), 북한강, 섬강

- 낙동강 : 본류, 남강, 금포강, 황강, 서낙동강, 맥독강, 평강천

- 금강 : 본류, 미호천, 갑천, 유동천

- 영산강 : 본류, 황룡강, 함팽천, 섬진강

내 용 • Time Management(절차서 및 공정표 개정보완 방안)

• 사업비관리

• 현안사항관리

• FIMS기능 고도화 및 운영관리 방안

I.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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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사업 (2009년~2011년) 



3. 최근주요사업 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사 업 명 • 인천 국제공항2단계 건설사업관리 컨설팅 및 종합 Time Management

부 지 면 적 • 250만평 (8,250전m2)

활 주 로 • 1개 (4000 X 60m)

여객터미널 • 내부시설 확장

탑 승 동 • 5만평 (탑승동 1평) (166전m2)

계 류 장 • 48만평 (1,588전m2)

처 리 능 력

(  연 간 )

• 운항 : 17만회

• 여객 : 1,400만평

• 화물 : 180만톤

사 업 비 • 4조 7,032억원 (2002~2008년)

내 용 •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건축시설 설계

•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건설사업관리(CM)

•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Time Management 컨설팅

I.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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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2단계사업관리및종합 Time Management 컨설팅



3. 최근주요사업 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사 업 명 • 원전건설 Project Management & Control 자문

발 주 자 • 중광핵공정 유한공사

(CNPC : China Nuclear Power Engineering Company, Ltd.)

원청계약자 • PBC (Power-Built Consulting Services, Inc.)

계 약 기 간 • 2008.03.10 ~ 2012.03.09

내 용 • 종합사업관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 사업관리절차서 작성

• 사업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 작업분류체계(WBS) 및 번호 체계 개발

I.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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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광동핵공정유한공사원전건설종합사업관리자문컨설팅



3. 최근주요사업 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사 업 명 • 주한미군시설사업 Parcel 2B-2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2공구)

시 행 자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 주택공사

발 주 자 • 대한주택공사

공사위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일원

공사기간 • 2009. 08. 17 ~ 2013.07.16

사업면적 • 2,642,000 ㎡

내 용 • 사업번호체계, 업무분류체계(WBS)수립

• Time Management 계획 수립

• Monitoring

I.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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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 – Parcel 2B-2 부지정비공사



3. 최근주요사업 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사 업 명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 통합Time Management

발 주 자 • ㈜포스코건설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공사기간 • 2010.01.11 ~ 2014.09.14(57개월)

총 연 장 • 11,407m (차량기지 318m 포함)

본 선 • 10,215m (개착: 3,562m, 터널: 6,653m)

정 거 장 • 873.5m / 13개소 (환승 정거장 3개소 포함)

내 용 • Time Management 계획 수립

• 사업번호체계, 업무분류체계(WBS)수립

• Monitoring

• 통합운영단계 업무 수행

I.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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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경전철건설민간투자사업통합공정관리



3. 최근주요사업 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사 업 명 •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 표준(모델)공정계획

발 주 자 • ㈜포스코건설

공사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일원

공사기간 • 2006. 02 ~ 2010. 07

구 간 • 장미역 ~ 차량기지 (약 5㎞) 

정 거 장 • 5개소 (장미,국화,모란,백합,목련)

차량기지 • 1개소 연면적 – 16.977㎡ (5,141평)

내 용
• 사업번호체계, 업무분류체계(WBS)수립

• 모델Time Management 계획 수립

I.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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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경전철모델 Time Management



3. 최근주요사업 추진실적

업무내용 • 현대엔지니어링의 우수 Partnership 업체로서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에서 핵심

사업관리 및 Time Management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

수행실적 • 사우디, KARAN Gas Facilities Project

• 카타르, 라스라판 2600MW 복합화력발전소

• 태국, PTTCHEM 120MW 열병합발전소

• 리비아, 알칼리즈 1400MW 화력발전소

• 칠레, 캄피체 240MW 석탄화력발전소 설계기술 컨설팅

• 영월 복합화력발전소 설계기술 컨설팅 등 외 다수

I.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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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Time Management Partnership -현대엔지니어링



3. 최근주요사업 추진실적

업무내용 • 현대건설의 우수 Partnership 업체로서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에서 핵심

사업관리 및 Time Management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

수행실적 • 사우디, WASIT Gas Program

• 사우디, SHAYBAH NGL Gas Program

• 아부다비, BOROUGE 3 XLPE Project

• 쿠에이트, Oil Company No.1

• U.A.E, 버러지 3 동력 및 간접시설

I.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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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Time Management Partnership -현대건설



3. 최근주요사업 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업 체 명 • ㈜한국씨엠씨

• 국가핵융합연구소

• 현대종합설계

연구분야 • 플랜트 EPCSM 수행 최적 프로세스 개발

• 플랜트 EPCSM 수행 지침 및 절차 개발

• 플랜트 EPCSM정보관리 시스템 개발

※ EPCSM :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Start-up and Project Management

연구범위 •관리체계개발

-핵융합실증로개발을위한생애주기

-거대과학사업의생애주기

•시스템개발

-거대과학사업의연구관리

•모델개발

-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의EPCSM To-Be 

-사업관리시스템의비즈니스

•시스템상용화-플랜트표준건설사업관리시스템및거대과학사업의연구사업관리

•개발및교육

-플랜트건설사업의EPCSM 표준수행체계, 지침및절차, 사업관리시스템

-거대과학사업의생애주기수행방법및절차에대한교육프로그램

I.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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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건설사업관리시스템개발”을위한공동연구협약체결



3. 최근주요사업 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참여기관 • 참여업체

한국씨엠씨, 대우건설, 한화건설, 대한주택공사, KT Asset Management, 

한미파슨스 , 부산도시공사, 한국전력기술, 대림산업 등.

• 참여대학

서울시립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건국대, 광운대, 서울산업대 등.

연구소개 • 쇠퇴도시유형별재생기법및지원체제개발

•사회통합적주거공동체재생기술개발

•입체/복합–공간개발, 사업화모델개발, 공간계획및설계매뉴얼, 공간구조및공법개발

•성능, 환경복원기술개발

•메가프로젝트건설관리시스템개발

•지능형종합사업관리시스템개발

•생애주기단계별업무프로세스최적화및표준화개발

•사업전단계를고려한종합사업비및Time Management기술개발

•종합사업성과관리효율화및최적화기술개발

연구목표 •6년내세계최고수준의메가프로젝트건설관리기술개발

-Time Management, 프로세트관리, 지능형종합사업관리,  성과관리, 예산관리

•메가프로젝트건설관리시스템구현

• 실용화중심목표

I.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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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과제참여 -메가프로젝트건설관리시스템개발



3. 최근주요사업 추진실적

교육목적 •국내외건설프로젝트가 대형화, 복잡화되고이에따라사업계획및PM/CM의중요성이

높아지고있으나전문사업관리자의소양을갖춘기술자들이부족한국내건설시장을

개선하고자당사에서는 실무중심의Time Management교육을실시하여핵심업무역량을

키우고,  나아가건설사업관리자를양성하는데 앞장서고있음.

수행교육 •건설사업관리전문가양성교육/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CM협회, 건설청등

• Time Management전문가양성교육과정공동개발협정/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CM협회

• Time Management 교육/ 현대건설,  STX,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

•CM실무및건설IT교육/ 한국토지공사, 한양대학교및국내다수시공사

I.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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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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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I

건설사업관리를위한 Time Management 전문가양성과정



4. 조직구성

I.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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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사장

비상근임원

감사

행복청
PM단

PM/CM
사업본부

품질경영팀

• 경영지원팀

• 기술영업팀

• 사업개발팀

• 솔루션개발팀

• 법무팀

• 사업관리
운영 지원팀

• 일정/사업관리
지원팀

• HQ PJT팀

• 현장 PJT팀

경영전략
본부

기술연구소



5. 주요임원현황

성 명 주 요 경 력 담당업무

신 현 국

대표이사

CCM

2000.05 ~ 현 재

1997.01 ~ 2000.05

1980.07 ~ 1996.12

1978.08 ~ 1980.07  

- ㈜한국씨엠씨 / ㈜노아CMC 대표이사

- ㈜한진중공업 정보시스템 팀장

- CM팀장 / Time Management팀장

-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프로젝트 CM단

- 한진건설㈜ 본사 정보시스템 실장

- CM 팀장

- 서진건설㈜ 해외현장 Time Management 담당

CM/컨설팅

총괄

진 금 택

사장

2008.07 ~ 현 재

1978.11 ~ 2008.06 

1976.07 ~ 1978.10

- ㈜한국씨엠씨 사장

- 중국 링아오 원전 3,4호기 사업관리

- 한국전력기술㈜ 상무이사

- 공단 ISP  개발 컨설팅

- 미국 NERI DPCIT  공동 연구과제

- 인천국제공항 건설 (1단계) 사업관리

- 신공항건설 사업관리 전산화 타당성 컨설팅

- 한국원자력연구소

사업관리

신 덕 재

부사장

기술사

CMP

2001.12 ~ 현 재

1998.03 ~ 2001.12

1995.05 ~ 1998.02

1973.07 ~ 1995.05

- ㈜한국씨엠씨/노아CMC  부사장

- ㈜예가 건축 / 건설사업관리

- ㈜한진중공업 건축사업본부 담당 임원

- 김포 KAL 사옥 / 아파트 사업관리

- 한진건설㈜ 국내외현장 시공 및 공무

- FED, 부평 R/M 현장외

CM/컨설팅

총괄

이 택 일

부사장

건축사

2008.07 ~ 현 재

1991.07 ~ 2006.12  

1988.01 ~ 1991.07  

1985.01 ~ 1988.01  

1977.06 ~ 1985.01  

1972.03 ~ 1977.06

- ㈜한국씨엠씨 부사장

- ㈜파라다이스 건설산업 전무이사

- ㈜파라다이스 투자개발 이사

- ㈜파라다이스 비치호텔 부장

- ㈜ 워커힐 호텔 차장

- 영건축 설계사무소

QMS

I.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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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임원현황

I.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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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 요 경 력 담당업무

윤 은 상

상무

2013.02 ~ 현 재

1989.10 ~ 2010.06

- ㈜한국씨엠씨 상무

해외 발전플랜트건설 종합사업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

- 한국전력기술㈜ 근무

원자력발전소건설 종합사업관리

인천국제공항건설 종합사업관리

인천국제공항철도건설 종합사업관리

종합사업관리

산업공학

공학박사

윤 대 기

이사

2008.08 ~ 현 재

2005.06 ~ 2008.07

2003.03 ~ 2004.09

1997.04 ~ 1999.04

- ㈜한국씨엠씨 이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관리

- ㈜명진씨엠컨설팅 근무

각 현장 공사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정보처리

- ㈜명진소프트웨어컨설팅 근무

시설물유지관리 정보체계구축

PMIS 적용을 위한 분류체계활용방안 개발

- ㈜상아매니지먼트컨설팅 소프트사업부 및

컨설팅사업부

CM/사업관리

건설기술정보

처리

이 준 식

이사

2009.04 ~ 현 재

2003.02 ~ 2008.01

1995.04 ~ 2002.05

1993.01 ~ 1995.03

1991.01 ~ 1992.03

- ㈜한국씨엠씨 이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관리

- 남광토건㈜ 건축공사부 C/S팀 근무

서울과학전시관, 부산 서면 아파트 현장근무

- 삼성물산㈜ 플랜트 사업본부 지원팀 근무

부산 승용차공장 복지시설, 

대만 HOPING 토건 공사, 당진화력 3,4호기, 

김포 하수처리장 현장 근무

- 동신종합건설㈜ 근무

- ㈜한양 건축 시공기사

CM/사업관리



6. 회사위치도

I

I.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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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 242 ( 구로동, 한화비즈메트로 1차 4F)



7. 수상경력

회

사

현

황

I

I.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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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자등록증_한국씨엠씨

회

사

현

황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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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술보유현황
BUSINESS INFORMATION

1. 시스템 보유현황

2. 시스템 주요 실적 현황

3. 프로그램 등록현황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6. 소프트웨어 등록업 인증서

7.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8. 교육과정 공동개발 협정서 [Cerik]

9. 교육과정 공동개발 협정서 [CM협회]

10.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11.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2.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13. Oracle Gold Partner 인증서

- 25 -



1. 시스템보유현황(1)

기획/모델(표준) Time Management 시스템(CAT-PLAN)

CAT-PLAN은 실제공정자료의 축적과 공정표 개발 프로세스의 전산화를통하여 공정표

작성의 과학화 및 소요기간을 단축하며, 기존 표준공정표의실적 보완을 통하여 예비 표

준공정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종합건설사업관리 시스템(CAT-PMIS)

CAT-PMIS는 HKCMC가 2001년 국내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PMIS를 개발·보급한

HKCMC 4D등의 최신 IT기술로 건설 PROJECT의 사업 전과정(Project Life Cycle)의

업무상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 대표솔루션시스템 입니다.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시스템(CAT-Time+)

Time ManagementTool(예:Primavera)/MS-Excel/CAT-Time+의 실시간 Data 연

계를 통한 실행내역의 Update가 빠르고 정확한 내역분개 → 세분화된 Activity별 자재

/ 인력수급현황 파악 → 공정표 및 효율적 진도관리→ 현장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

능합니다.

II. Business Information

CAT-Barchart

CAT-Barchart는 Primavera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Primavera Add-On Tool로서, 

Project별 사용자가 지정한 WBS 레벨단위의 공정현황을 Bar-Chart형태로 출력해 줍

니다. XML 형태로 공정데이터가 관리됨으로써 공정현황의 과거이력도 조회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CAT-VE 시스템

CAT-VE System은 건설 Project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최적의 가치를 얻기 위한 VE

활동을 체계적 프로세스에 따라 수행하고, 관련 내용을 데이터화하여 관련 VE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웹기반 솔루션입니다.

CAT-Loader

CAT-Loader는 Primavera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Primavera Add-On Tool이며, 사용
자에게 친숙한 Excel 형식으로 데이터를 Export/Import하여 관리할수 있도록 제작되
었습니다. MS-SQL/Oracle DB를 모두 지원하며, 다수의 프로젝트 동시 Export, 옵션
선택, 작업 로그기능, 오류 및 버그 신고 기능을 지원합니다.

- 26 -



1. 시스템보유현황(2)

Primavera Risk Analysis

Project의 성공률을 높여주기 위해 비용 및

일정에 대한 Risk를 종합적으로 분석∙관리해

주는 솔루션.

Primavera P6 Enterprise Project Portfolio Management

Project의 계획 및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솔루션. 프로젝트의 가시성을 제시.

자원 및 Project, Program, Portfolio의 관리

솔루션.

Primavera P6 Professional Project Management

Project 및 Program의 계획, 관리, 실행에 있어

사용하기 용이한 강력한 솔루션.

II. Business Information

Primavera Contract Management

건설 Project의 계획, 비용, 예산 납품항목

등을 관리하여 복합적인 현장 관리 지원이

가능한 솔루션

- 27 -



2. 시스템주요 실적현황(1)

포스코건설 2.0MT FINEX Plant 건설사업 표준공정표 개발 및 전산화 컨설팅

FINEX Plant 건설사업 공정표 개발 프로세스.

DB 구축 전산화[FIPASIS].

발 주 처 : ㈜포스코건설

관악구 통합신청사 건립공사

관악구의 낙후된 청사 교체, 구민과 함께 만든 관악시설로

홍보.공사를 안내 공공발주자/CM사/시공사 간의 협업체계 구축.

발 주 처 : 관악구청

상지엔지니어링 사업관리시스템

본사에서 30여개의 감리현장을 지휘.

본사와 현장간 업무연락 지원.

발 주 처 :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인천국제공항2단계 사업관리시스템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축공사현장에서 자료축적. 

사업주체간 협업 업무 지원.

발 주 처 : ㈜신한종합건축

II. Busines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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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주요 실적현황(2)

VE통합관리시스템

건설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최적의 가치를 얻기위한

VE활동을 체계적 프로세스에 따라 수행하고 관련 내용을 데이터

화하여 관련 VE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웹기반 솔루션.

발 주 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CO2 감축 모니터링시스템(CCMS)

세종시 Green-City 건설을 위한 통제센터 기능 수행 Green City 

종합계획 6대 부분별 CO2 감축목표량 달성하기 위해 세종시

건설단계부터 CO2 저감시설을 계획 및 관리.

발 주 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로재굴착방지시스템(REPS)

도시건설단계 최초로 도로 재굴착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정보를 파악, 건설일정 분석,

각종 관련정보 공유,  재굴착위험감지, 협업공간을 제공.

발 주 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포스코건설 Global 사업관리체계 구축 – 표준화 컨설팅

• Global 사업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 Project WorkPlace (PWP)개발

발 주 처 : ㈜포스코건설

II. Busines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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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PMC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종합사업관리시스템 (PMIS)구축

• Global 사업관리프로세스 표준화

• Project WorkPlace (PWP)개발

발 주 처 : (유)건원씨에이치투엠힐피엠씨



3. 프로그램 등록현황 ( 4.1 CAT–EVMS ) 

II. Busines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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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II. Busines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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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II. Busines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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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6. 소프트웨어 등록업 인증서

II. Busines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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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7.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II. Busines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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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8. 교육과정 공동개발 협정서[Cerik]

II. Busines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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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9. 교육과정 공동개발 협정서[CM협회]

II. Busines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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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0.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

II. Busines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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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1.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II. Busines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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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로자 파견사업허가증

II. Busines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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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Oracle Gold Partner 인증서

II. Busines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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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보전략 계획수립 컨설팅 신세계건설㈜

10월 PQ 관리시스템 개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11월 Web 시스템 개발 ㈜삼우아이티

12월 아파트 분양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수건설㈜

1월 E-Mart 표준공정계획 수립 프로젝트

- Time Management계획 컨설팅

신세계건설㈜

2월 Web 홈 페이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삼일테크

3월 Internet Data Center 프로젝트 건설사업관리(CM)

- 사업수행계획 수립 컨설팅

㈜중앙건설

5월 표준공정.원가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 EVMS (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고려개발㈜

10월 수자원공사 광양 3단계 프로젝트

- Time Management계획 컨설팅

㈜도화종합기술공사

미8군 FED 용산121병원신축 프로젝트

- Time Management계획 컨설팅

미8군 FED

AMCO 

11월 김해 농산물 종합유통센타 프로젝트(TURN-KEY)

- 사업수행계획 수립 컨설팅

㈜한진중공업

㈜엄&이종합건축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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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2000

III. Business Portfolio



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1월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 구축 및 운영

- ASP_PMIS 구축

㈜상지엔지니어링

2월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축시설 설계

- 사업수행계획 수립 컨설팅(PMIS포함)

㈜신한건축

미8군 FED 용산 군인아파트 프로젝트 PHASE I

- 사업수행계획 수립 컨설팅

범양건영㈜

㈜엄&이종합건축

3월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건축시설 설계

- 사업수행계획 수립 컨설팅

㈜근정건축
㈜신한건축/㈜삼우건축/㈜대우Engr

시립 창동운동장 조성 및 문화체육센타[TURN-KEY]

- 사업수행계획 수립 컨설팅

풍림산업㈜

㈜한진중공업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 구축 및 운영

- ASP_ PMIS 구축

J.CM건축㈜

분당 벤처타운 인텔리지 빌딩 프로젝트

- Time Management계획 컨설팅

㈜건설알포메

4월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 구축 및 운영

- ASP_ PMIS 구축

㈜에이씨엠건축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구축 및 운영

- 사업수행계획 수립 컨설팅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삼성중공업 분당 미켈란 쉐르빌 프로젝트

- Time Management계획 컨설팅

파슨스브링커호프코리아

5월 평택-음성간 고속도로6공구 건설공사(TURN-KEY) 

- 사업수행계획 수립 컨설팅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6월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건축시설 설계 프로젝트

- 설계Time Management 초기구축 및 진도관리 컨설팅

㈜종합건축사 근정
㈜신한건축/㈜삼우건축/㈜대우Engr

9월 부산 유스호스텔 신축 프로젝트[TURN-KEY]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삼우건축

㈜한진중공업

12월 대구-통영간 주배관 건설공사

- 시공계획 수립컨설팅

㈜벽산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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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3월 충북권(여주-충주)주배관 건설공사 설계 및 감리

- Time Management계획 컨설팅

㈜벽산엔지니어링

5월 부산대 제2캠퍼스 마스터플랜 작성 및 의/치대

1단계신축공사 - 사업수행계획 수립 컨설팅

㈜삼우건축

㈜한진중공업

6월 인천국제공항 2 단계건설 건설사업관리(CM)

- 사업수행계획 수립 컨설팅

㈜한국건설관리공사

외 4개사

7월 한국증권거래소 별관 종합 개보수공사(TURN-KEY)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삼성물산㈜-건설부문

11월 부산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 프로젝트[TURN-KEY]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삼우건축

화성 동탄 복합단지 PF프로젝트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대우건설 / ㈜태영

12월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물류창고 건립 프로젝트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희림건축

‘2003

‘2004

1월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구축 및 운영

- CM컨설팅 및 홈페이지 구축

㈜어번랜드

2월 Time Management 전문가 과정교육 신세계건설㈜

인왕산 파크빌 공정분석 컨설팅 ㈜유일엔지니어링

3월 인천국제공항철도 프로젝트

- 품질보증 절차서 수립 컨설팅

㈜혜원건축

부산대학교 제2 캠퍼스 신축공사

- 실시설계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한진중공업

- 44 -

III. Business Portfolio



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4월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건축시설 설계프로젝트

- 시공공정계획수립 및 BHS설비공정수립 컨설팅

㈜종합건축사 근정
㈜신한건축/㈜삼우건축/㈜대우Engr

5월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 운영 및 유지보수

- ASP_PMIS 운영 유지

㈜상지엔지니어링건축

6월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전면책임감리

- 사업수행계획 수립 컨설팅

㈜종합건축사 근정
㈜희림건축/㈜삼우건축/㈜티씨엠씨

7월 옹진군청 신청사 프로젝트[TRUN-KEY]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한진중공업

㈜종합건축사무소 건원

8월 광진구청 구민 체육센타 및 청소년수련관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한진건설㈜

㈜건축사 건원엔지니어링

관악구청 통합 신청사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 

- 공사안내 시스템 및 사이버 상황실 구축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

9월 대구 센트로펠리스 초고층 아파트 신축공사

- Time Management 교육 및 분석 컨설팅

경남기업㈜

10월 고양일산 2지구 B-2 BL 프로젝트

- Time Management 계획수립 컨설팅

㈜한진중공업

광주 동림 지구 주공아파트 프로젝트[TURN-KEY]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계룡건설

상암동 DMC  IT 컴플렉스 프로젝트[PMIS]

- 기술제안 컨설팅

㈜한미파슨스

11월 청주 지방법원/ 검찰청사 신축 프로젝트

- Time Management 계획수립 컨설팅

㈜희림건축

12월 철도공사 ERP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 구축계획 컨설팅

㈜케이티

충주-제천구간 주배관 건설 프로젝트

- Time Management 기술제안 컨설팅

㈜벽산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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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2005

2월 대구 매천(택)지구 1 블럭 건설 프로젝트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한진중공업

㈜건축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3월 제2공무원수련원 건립 프로젝트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한진건설㈜

㈜건축사 건원엔지니어링

OO부대이전사업

– Time Management 계획수립 컨설팅

㈜삼우건축

5월 공군 충주기지 관사 민간투자사업(BTL)

- 종합건설시행계획 컨설팅

금호산업㈜

인천국제공항 2단계 프로젝트 - 탑승동A 신축공사

- 종합건설시행계획 컨설팅

㈜삼성물산

㈜한진중공업

6월 전북대학교·전주교대 학생생활관 민간투자사업 [BTL] - 종합

건설시행계획 컨설팅

금호산업㈜

POSCO FINEX 프로젝트 Time Management 전문가 양성

- Time Management 이론 및 Package(P-3ec) 교육

㈜포스코건설

7월 서울 진관초 외 4개교 신·개축 민간투자사업(BTL) 

- 종합건설시행계획 컨설팅

금호산업㈜

9월 부산과학 지방산업단지 내 테크노파크 프로젝트 [TURN-

KEY]-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한진중공업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2단계) 

- Time Management 계획수립 컨설팅

㈜포스코건설

부산 사직2초 외 2교 신축 및 민간투자사업[BTL]

- 종합건설시행계획 컨설팅

범양건영㈜

남흥건설㈜

10월 인천 송도 퍼스트월드 주상복합 신축 프로젝트

- Time Management 계획수립 컨설팅

㈜포스코건설

부산권 국립대학 기숙사 확충 및 민간투자사업[BTL]

- 종합건설시행계획 및 운영계획 컨설팅

㈜한진중공업 / ㈜동원건설

㈜희림건축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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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I
1월 부평문화예술회관건립 및 민간투자사업[BTL]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한진중공업

신성건설㈜

2월 엔씨소프트 R&D 건립공사

- 사업수행계획 수립 컨설팅

㈜한진중공업

효원문화회관 건립 민간투자사업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한진중공업

㈜경동건설 / ㈜이데아건설

3월 부산암센터 건립공사 [TURN-KEY]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경동건설

㈜부산건축 / ㈜본디건축

여수대 해양환경시뮬레이션 실험시설 건립공사[TURN-KEY]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동원수산㈜

남영건설㈜

해군진해관사 건립 민간투자사업[BTL]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금호산업㈜

㈜한원포럼건축사

제3공무원 연수원 건립공사[TURN-KEY]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한진중공업

㈜삼우종합건축사

판교6공구 APT 건립공사[TURN-KEY]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이수건설

㈜하우드엔지니어링

육군 용인관사 건립 민간투자사업[BTL]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세창건설

㈜MCA모양건축사

4월 판교5공구 APT 건립공사[TURN-KEY]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현대산업개발㈜

㈜종합건축사 건원

제주도 종합문화센터 건립 민간투자사업[BTL]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성원건설㈜

㈜이가종합건축사

부산테크노파크 실시설계[TURN-KEY] 

- 시공계획 및 유지관리 컨설팅

㈜한진중공업

㈜경동건설

5월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건립공사

- Time Management계획수립 및 상주 진도관리

현대건설㈜

일관제철소 표준화 및 Time Management 초기구축 현대제철㈜

6월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건립공사[TURN-KEY]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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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6월 안동문화예술회관 건립 민간투자사업[BTL]

- 건설사업관리 컨설팅

㈜희림건축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민간투자사업[BTL]

- 건설사업관리 컨설팅

㈜희림건축

7월 인천철라지구 외국인투자유지 프로젝트[TURN-KEY]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희림건축

8월 스타벨리CC조성사업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희림건축

9월 양주 영어특화 청소년수련관 민간투자사업[BTO]

-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제안서 작성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

부산몰운대초 외 2개교 신축 민간투자사업[BTL]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남흥건설㈜

㈜경동건설

서울교육대학교 학생생활관[BTL]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금호산업㈜

㈜건축사우림A&C/전북대학교

11월 부산대, 안동대기숙사BTL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한진중공업

송리초 외 3교 임대형 민자투자 시설사업[BTL]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태성컨설팅㈜

화성시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TURN-KEY]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포스코건설

12월 부산대학 어린이병원 건립공사

- Time Management 계획수립 컨설팅 및 상주 진도관리

㈜대우건설

송도신도시컨벤션센타건설공사

- Time Management 계획수립 컨설팅 및 상주 진도관리

㈜포스코건설

송도신도시국제학교 건립공사

- Time Management 계획수립 컨설팅 및 상주 진도관리

㈜포스코건설

인천테크노파크 건립공사

- Time Management 계획수립 컨설팅 및 상주 진도관리

㈜포스코건설

III. Business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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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1월 인천국제공항공사 2단계 공항통신시스템 구축

- Time Management 계획수립 컨설팅 및 상주 진도관리

㈜케이티

송도 산업기술문화 COMPLEX 조성사업

- Time Management 계획 수립 컨설팅

㈜노아테크놀로지

2월 신동초외 4개교 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한국공간인프라기술㈜

4월 해병대 포항 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BTL]

- 기본설계

㈜종합건축사 예성

포스코건설 인도 FINEX PLANT 건설사업

- 상세공정표 개발 및 전산화 컨설팅

㈜포스코건설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산대병원 지역암센타 건립사업 [TURN-KEY]

- 기술지원 연장

㈜부산건축

육군 인제 병역시설 민간투자사업[BTL]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우정건설㈜

8월 송도국제업무단지 E6 특급호텔건립공사(TURN-KEY]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금호산업㈜

대우자동차판매㈜

육군 연천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BTL]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우정건설㈜

대관령 알펜시아 A공구

- Time Management 계획수립 컨설팅 ㈜동부건설

10월 인천 송도 퍼스트월드 주상복합 신축 프로젝트

- Time Management 계획수립 컨설팅

㈜포스코건설

부산권 국립대학 기숙사 확충 민간투자사업[BTL]

- 종합건설시행계획 및 운영계획 컨설팅

㈜한진중공업 / ㈜동원건설

㈜희림건축

11월 포스코건설 인도 FINEX PLANT 건설사업

- 공사비 산정 지원

㈜포스코건설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국방 광대역통합망 구축 민간투자사업(BTL)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케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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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11월 국립 아시아문화원 실시설계 검토

- 공정계획 수립 컨설팅

가치누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축공사 Time Management 운영

- 공정진도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대우건설

12월 송도 자이하버뷰 건설공사 초기 공정계획수립

- 초기 공정계획 수립

GS건설㈜

양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사 및 부속병원

- Time Management 운영

㈜대우건설

Time Management교육 및 공정표준안 수립 컨설팅 롯데건설㈜

‘2008

2월 현대엔지니어링 설계기술 개발

- Time Management체계 강화 아웃소싱

현대엔지니어링㈜

3월 송도 신도시 컨벤션센터

- 건설공사 Time Management 및 컨설팅

㈜포스코건설

송도 D23BL 주상복합 건립 공사

- 건설공사 Time Management 및 컨설팅

㈜포스코건설

4월 D23 센트럴 파크 ||  프로젝트

- 건설공사 Time Management 및 컨설팅

㈜포스코건설

5월 D13&14 포스코 하버뷰 아파트

- 건설공사 Time Management 및 컨설팅

㈜포스코건설

6월 대구 율하 B3 구역 프로젝트 [TURN-KEY]

- 시공계획 컨설팅

금호산업㈜

7월 중국LING AO PHASE Ⅱ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 건설사업관리(CM) 컨설팅

㈜ P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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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8월 창동민자역사 신축공사 공정표 작성 ㈜효성건설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

-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1구역

- 기술제안 입찰 중 기술제안서 작성 컨설팅

㈜한화건설

LING AO PHASEⅡ를 위한 PROJECT MANAGEMENT 

AND CONTROL  기술자문

㈜파워빌트컨설팅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건립공사[TURN-KEY]

- 시공계획 및 VE/LCC

㈜일신설계건축

㈜신한건축

12월 건축 EPMS 구축 변화관리 SK C&C㈜

‘2009

1월 현대엔지니어링 설계기술 개발

- Time Management체계 강화 아웃소싱

현대엔지니어링㈜

2월 과학기술진흥교육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TURN-KEY]

- 시공계획 및 VE/LCC 작성

㈜일신설계건축사

㈜신한건축

WBS관리 Tool, 사업기간예측 TOOL 개발 ㈜건축사 건원엔지니어링

메가프로젝트 CBS 작성도구 개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3월 Time Management교육 롯데건설㈜

4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3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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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4월 VE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건축사 건원엔지니어링

부산 재활센터병원 [TURN-KEY]

- 시공계획 컨설팅

㈜일신설계종합건축사

전사적 Time Management 교육 현대엔지니어링㈜

5월 송도국제업무단지 중앙공원조성공사 Time Management ㈜포스코건설

송도센트로드 복합업무시설신축공사 Time Management ㈜포스코건설

부산 용호동 공동주택 건립공사 시공계획서 컨설팅 ㈜희림건축

LING AO PHASEⅡ를 위한 PROJECT MANAGEMENT 

AND CONTROL  기술자문

㈜파워빌트컨설팅

6월 Parcel 2B-2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 Time Management

GS건설㈜

영남권역 재활병원 건립공사

- 시공계획 및 유지관리

㈜일신설계종합건축사

㈜보경이엔지건축사

메가프로젝트 건설관리시스템 개발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7월 포스코건설 경전철 표준공정표 개발 ㈜포스데이터

부산용호 4,5지구 공동주택건립공사[TURN-KEY]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희림건축

8월 주한미군시설사업 Parcel 2B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2

공구) 실시설계컨설팅

㈜도화종합기술공사

9월 육군포천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BTL]

- 시공계획 수립 컨설팅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

12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시공계획서 작성 및 LCC산출 기술 컨설팅

㈜계영플래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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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1월 Time Management 인력지원 현대엔지니어링㈜

우이-신설 지하경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

통합 Time Management

㈜포스코건설

㈜희림건축

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4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REFINERY PLANT PROJECT관련 CPM분석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

3월 4대강 살리기 사업 통합Time Management 기술지원 한국전력기술(주)

4월 Time Management 인력지원 현대건설㈜

5월 FINEX 2.0 MT CPM Time Management 계획 수립 ㈜포스코건설

국립진주산업대학교 종합교육관 신축공사

- 기본설계

㈜정림건축

㈜신한건축

6월 LING AO PHASEⅡ를 위한 PROJECT MANAGEMENT 

AND CONTROL  기술자문

㈜파워빌트컨설팅

태국 Banchack Product Quality improvement

project(Phase II)Time Management

㈜대우엔지니어링

원료능력증강 Coal Silo Time Management 컨설팅 ㈜포스코건설

K-CPMC 주한미군이전사업 종합사업관리 컨설팅

(PMIS) 구축

(유)건원씨에이치투엠힐피엠씨

7월 김포한강신도시 Ab-01,02BL 주택건설공사 공정표작성 대림산업㈜

우즈벡 CAREC 도로공사 B2공구 Time Management 계획 수립 컨설팅 ㈜포스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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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8월 평택 소사벌지구 B-4BL 종합공정계획 및 진도관리 ㈜효성건설

아파트모델Time Management 계획수립 컨설팅 ㈜효성건설

Global 사업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포스코건설

9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Parcel 2B-2 기반시설공사

Time Management 컨설팅

GS건설㈜

10월 울산고리종합정비공장건물 공정표 작성 ㈜한화건설

평택 항공작전통제소 시설공사 공정표 작성 남화토건㈜

카지노 영업장 환경개선공사 공정표 작성 ㈜대우건설

11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관등 신축공사 기술제안 현대산업개발㈜

행정복합도시 첫마을복합커뮤니티센터 기술제안 금호산업㈜/GS건설㈜/한신공영㈜

12월 광양 5소결공장 신설 Time Management 계획 수립 컨설팅 ㈜포스코건설

CGL CPM 공정계획 작성컨설팅(Mega-Y) ㈜포스코건설

고로설비신설(3.0MT) CPM 공정계획 작성컨설팅

(Mega-Y)

㈜포스코건설

에비슨 의생명센타 공정표 작성컨설팅 ㈜한화건설

신한금융그룹 데이터센터 PMIS 구축 및 운영 ㈜한미파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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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1월 Time Management 인력지원 컨설팅 현대엔지니어링㈜

Time Management 인력지원 컨설팅 현대건설㈜

UAE RUWAIS 4th NGL Project site1 성창E&C㈜

행정도시 정부청사1단계 2구역 건립공사 현장

PMIS구축 및 운영

㈜포스코건설

평택 여단병영 시설본부 신축공사 공정표작성 SK건설㈜

미군기지이전사업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건립공사

기술제안

현대건설㈜

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5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카자흐스탄 남부 쉼켄트 고속도로공사 4공구 ㈜포스코건설

송도 애니파크빌딩 건립공사 사업관리시스템 ㈜대우엔지니어링

평택 소사벌아파트 웹카메라 및 CCTV설치 컨설팅 ㈜효성건설

4대강살리기사업 통합사업관리 Time Management분야

기술지원(2단계)

한국전력기술㈜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조경공사 기술제안입찰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환승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PM컨설팅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와플타워 신축공사 시공계획 작성 대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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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2월 육군 춘천 관사BTL 및 간부숙소 시공계획 작성 ㈜토문엔지니어링

3월 대한빌딩 신축공사 시공계획 작성 현대산업개발㈜

국립도서관 기술제안 금호산업㈜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 종합설계기술지원 한국전력기술㈜

4월 글로벌사업관리 체계구축 2단계 ㈜포스코건설

신한금융그룹 전산센터 신축공사 기술제안서 작성 대림산업㈜

5월 전북혁신도시 A14블럭 아파트 공사 시공계획 작성 ㈜그룹신도시건축사사무소

6월 King Abdullah sports city 입찰공정계획서 작성 컨설팅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도서관 기술제안입찰설계 컨설팅 ㈜종합건축사무소 건원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청사 신축공사 PMIS 구축 및 운영 ㈜동일건축

7월 호주 Roy-hill 광산 Time Management ㈜포스코건설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설공사 지체부분(공사)적정공기 산정

연구 컨설팅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울진1,2 S/G 제작 및 교체시공 기술지원 한국전력기술㈜

LING AO Phase II 을 위한 Project Management and 

Control 기술자문 컨설팅

㈜파워빌트씨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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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7월 십정경기장 건설공사 중 공정표작성 컨설팅 ㈜한화건설

8월 부산 명지 엘크루 신축공사 Time Management 컨설팅 대우조선해양건설(주)

9월 ㈜문화방송 신사옥 신축공사 공정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현대산업개발㈜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리모델링 (TURN-KEY)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브라질 CSP FEL3 Time Management 계획수립 컨설팅 ㈜포스코건설

신한데이터센터 신축공사 중 PMIS 설치운영

및 Time Management 컨설팅

㈜한화건설

십정경기장 건설공사 중 3D모델링(BIM) 컨설팅 ㈜한화건설

김포 한강신도시 AB-02블럭 공정표 작성 컨설팅 대림건설㈜

동아 디지털미디어센터 신축공사 시공계획 작성 현대건설㈜

국내 원전 건설관리체계 구축현황 분석 및 To-be 

프로세스 설계

한국전력기술㈜

10월 여의도 성모병원 리모델링 공사 공정표 작성 컨설팅 ㈜평화종합건설

육군 춘천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BTL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컨설팅

GS건설㈜,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서울 마곡지구 15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공정표

작성컨설팅

삼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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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11월 서울 마곡지구 14단지 아파트 현장 공정표 작성 컨설팅 ㈜한화건설

세종시 3-2 생활권 택지개발 공정표 작성컨설팅 금호건설㈜

인천국제공항 3단계 부대건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단우건축사사무소

전주,완주 혁신도시 A-14BL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실시설

계)

㈜그룹신도시건축사사무소

12월 USKR 공정계획 수립컨설팅 터너엔타운젠드코리아 주식회사

고려아연 사택 주상복합 아파트 골조공사 계획서 작성 ㈜한진중공업

KEPCO E&C EPC 프로젝트 사업비관리 컨설팅 및 시스템 구

축

SK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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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현

황

I
1월 부산대학교 외상전문센터 설계변경 및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증축공사 설계

㈜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산대학교 외상전문센터 설계변경 및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증축공사 VE/LCC

㈜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Time Management 인력지원 컨설팅 현대엔지니어링㈜

Time Management 인력지원 컨설팅 현대건설㈜

2월 태안 IGCC 실증플랜트 종합설계기술지원 한국전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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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2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Time Management컨

설팅

현대건설㈜

광주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T/K) 기본설계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4개사

제2시립미술관 건립사업 T/K 기본설계 시공계획 ㈜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외

3개사

인천 구월동 메디컬센터 신축공사 공정표 작성 삼양건설산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용역(6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호주 Roy-Hill 광산 EWP Time Management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브라질CSP용 공정정보 Viewer 납품 ㈜포스코아이씨티

안산복합발전사업 상세설계용역 Time Management ㈜포스코엔지니어링

3월 신울진 1,2호기 종합설계용역 한국전력기술㈜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4교 건설공사 공정계획 수립 및 진도

관리 용역, Time Management 교육

㈜SK건설

독신자 숙소(모듈러 공법) 2단계사업 신축공사(T/K) 

기본설계

㈜선진종합건축사사무소

유니버셜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 공정계획 수립(2차)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

4월 시게이트코리아 디자인센터 신축공사

공정계획 수립 및 진도관리

삼성에버랜드㈜

마곡지구 15단지 Primavera 및 Time Management 교육 삼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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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4월 인천공항T2 전면시설설계 공정표 작성 ㈜혜원종합건축사사무소

Woodside Project CPM 공정표 작성 및 교육 STX팬오션㈜

새만금 종합사업관리체계 구상을 위한 기술용역 국토연구원

내부통제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구축 NH농협증권㈜

신고리 원자력 3,4호기 종합설계용역 한국전력기술㈜

신울진 3,4호기 종합설계 용역 예비사업 한국전력기술㈜

제일모직 김포 통합물류센터 신축공사

Time Management 컨설팅용역

삼성에버랜드㈜

YRP병원 및 치과 건설공사 기술제안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5월 포스코건설(브라질법인) 메일시스템 구축용 SW 납품 ㈜포스코아이씨티

태안 IGCC 실증플랜트 종합설계기술용역 한국전력기술㈜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1단계 건설공사 설계용역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

무소

제2시립미술관 건설사업(시공계획) 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외 3개사

사우디 아람코 PMIS 구축 삼성SDS㈜

6월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전문센터 및 호흡기질환전문센터

공정표 작성

계룡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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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6월 한국항공대 연구실험동 현장및 공정표 작성 삼환기업㈜

7월 비용일정 시범사업 업무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YRP평택 병원 및 치과공사 Time Management 컨설팅 삼성물산㈜

독신숙소(모듈러공법) 2단계 신축공사(T/K) 실시설계 ㈜선진종합건축사사무소

8월 한전기술 시공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SK C&C㈜

도로건설 사업관리절차서 개발 기술지원용역 한국전력공사㈜

포스코건설 브라질 프로젝트 문서협업 개발 뉴윈텍㈜

비용일정관리계획서 작성 삼성물산㈜

호주 Roy Hill 광산 EW)공정관리 (해외) ㈜포스코건설

9월 카타르 국립미술관 공정관리 현대건설㈜

APR1400종합설계분야 NRC DC를 위한 보완설계

및 사전 인허가 용역

한국전력기술㈜

기술직 직무교육 ㈜한진중공업

한전 KDN 본사사옥 건립공사 기본설계기술제안용역 ㈜범건축

신고리 5,6호기 종합설계용역 예비사업 한국전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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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10월 신림-봉천터널 2공구 현장 공정표 작성

및 프로그램 구입

지에스건설㈜

한솔이엠이, ㈜신텍 공정관리 프로그램 구축 한솔PNS㈜

마곡 14단지 수정 공정표 작성 ㈜한화건설

마곡 14단지 수정 공정표 작성 대우조선해양건설㈜

Indonesia PBIDE Project 

CPM 공정분석 보고서 작성용역

도요엔지니어링코리아

포스코건설 브라질 문서협업 및 공정관리 운영 ㈜포스코아이씨티

YRP평택 병원 및 치과공사 공정관리 컨설팅 추가용역 삼성물산㈜

행정중심복합도시 3-1.3-2 생활권 공정표작성 덕청건설㈜

11월 [사우디]킹압둘라스포츠시티 ELV PACKAGE 스케쥴링 삼성에스디에스㈜

아람코 프로젝트 PWP 커스터마이징 삼성에스디에스㈜

원전 생애주기 프로세스 설계 및 절차서 개발지원용역 한국전력기술㈜

12월 방글라데시 Compressor Station Project 현대엔지니어링㈜

세종시 정부청사 3단계 2구역 건립공사 공정관리 대우조선해양건설㈜

주한미군기지이전C4I 비용일정통합관리와 CMIS 구축

및 운영

오티씨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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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1월 브라질CSP 프로젝트 문서협업 ㈜포스코아이씨티

사우디 라스 알 케어 담수화플랜트 CPM 공정표 작성 성화산업㈜

사우디 SADARA Tank Project ㈜포스코엔지니어링

브라질CSP Steel Plant 사업 공정계획 개선 ㈜포스코건설

광주 과학기술원 2단계 실시설계 기술제안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YRP 기지차량정비시설 및 다운타운지역 기술제안 ㈜행림건축사사무소

미8군사령부 IMCOM/P 건립사업 관리계획서 작성 ㈜현대산업개발

삼성화재 고양연수원 신축공사 공정관리 삼성에버랜드㈜

포스코건설 호주 인프라구축 용역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건설 SM운영 뉴윈텍㈜

공정관리 인력지원 용역 현대건설㈜

2월 말레이시아 마트레이드 현장 공정관리 ㈜대우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용역(7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CPM 공정관리계획서 작성 금호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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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2월 세종시 정부청사 2-1구역 건립공사 공정 진도관리 용역 지에스건설㈜

3월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프로젝트관리 초기공정계획 수립지원

용역

기초과학연구원

Yanbu3 Project Schedule Set-up 삼성엔지니어링㈜

평택 복합화력 2단계 설계 기술용역(공정관리) 한국지역난방기술㈜

강의업무 위탁계약 삼성에스디에스㈜

행정도시구역 3-2조성현장 공정계획 수립 리비젼 금호산업㈜

Ras Al Khair D133 Emgineering 공정진도관리 성화산업㈜

공정표작성용역 ㈜와이드이엔씨

12년 병영생활관(모듈러공법) 신축공사 기본설계 중 시공계

획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

무소

4월 하이원스위치백 리조트 조성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태영건설 외

코엑스몰 리모델링 공사 기술제안 입찰 현대건설㈜ 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종합사업관리용역 건설관리 효율화방

안 연구용역

서울지방조달청

APR1400 종합설계분야 NRC DC를 위한 보완설계 및 사전

인허가 용역

한국전력기술㈜

신울진 3,4호기 종합설계기술 외부기술인력 파견 한국전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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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4월 신고리원자력 3,4호기 종합설계용역 한국전력기술(주)

진도관리 및 공정지원용역 삼성물산㈜

태안IGCC 실증플랜트 종합설계기술용역 한국전력기술㈜

5월 태안IGCC 실증플랜트 종합설계기술용역 한국전력기술㈜

법무연수원 신축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및 시공계획서 에이앤유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YRP 기지차량정비시설 및 다운타운지원시설 기술제안 ㈜행림건축사사사무소

외 4개사

주한미군이전사업 C4I 공정계획 수립 용역 오티씨테크놀로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종합사업관리용역 건설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자문계약

이시욱

포스코복합 7,8,9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공정관리용역 SK건설㈜

6월 한국정보화진흥원 신청사 건립공사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브라질CSP 공정개선용역 (주)포스코건설

YRP 군장성막사 기본설계 기술제안 중 프리마베라 P6 Data 

작성

㈜지티코리아

코엑스몰 리모델링공사 공정관리 용역 현대건설㈜ 외

7월 안산복합발전사업 상세설계용역/공정관리 파견용역 포스코엔지니어링

- 65 -

‘2013

III. Business Portfolio



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7월 NH농협 세종통합센터 신축공사 기본설계 용역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포스코건설 브라질 CSP 문서/공정관리 운영용역 1식 ㈜포스코아이씨티

8월 호주 Adani Carmichael 광산

화물철도공사 입찰공정표 작성

㈜포스코건설

장사시설관련 PM용역 재단법인 지평

제2여객터미널 땅파기(굴토) 및 파일공사 중 예정공정표작성

용역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9월 공정관리업무 용역계약서 현대건설㈜

10월 Ashuganj 225MW CCPP  공정관리 인력지원 현대엔지니어링㈜

신고리 5,6호기 종합설계 용역 예비사업 한국전력기술㈜

제2영동고속도로사업 기타/공정관리용역 현대건설㈜

YRP 소화기사격장 등 건설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 용역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행복도시 4-1공구 현장 중 CPM 공정표 작성 용역 ㈜한화건설

11월 카타르 파운데이션 Meeza Office 설계공정 계획 작성

용역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기지차량정비시설 및 다운타운지

역 지원시설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현대산업개발㈜ 외 6개 사

12월 카자흐스탄 화공플랜트 공정표 작성 및 운영 용역 ㈜글로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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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12월 행복도시 4-2공구 현장 중 CPM 공정표 작성 용역 ㈜한화건설

알제리 A PROJECT 입찰제안설계용역 ㈜도화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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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안산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NEW) 공정관리 Field 

Engineer 파견용역

㈜포스코걵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용역(8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Global 사업 리더 양성 공정교육 삼성SDS㈜

공정표 변환용역 ㈜LG CNS

2월 YRP C4I사업 외부체계케이블(OPS-Cable) 정보통신공사 공

정관리 기술지원 용역

오티씨테크놀로지㈜

포스코건설 브라질 CSP 문서 공정관리 운영 1식 ㈜포스코아이씨티

행정중심복합도시 5생활권 BRT 도로 조성공사 공정관리계

획서 작성용역 중 초기 공정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동양건설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5생활권 BRT 도로 조성공사 공정관리계

획서 작성용역 중 초기 공정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동양건설사업

3월 사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기초과학연구원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건설 종합설계기술용역 한국전력기술㈜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B2블럭 민간참여 공동사업 기술제안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

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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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4월 공정관리 인력지원 용역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실시설계기술제안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개

사

5월 신한울 3,4호기 종합설계 용역 예비사업 한국전력기술㈜

잠실종합운동장부지 개발계획 사업제안서 작성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6월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기지차량정비시설 및 다운타운지

역 지원시설 건설공사 관리계획서 작성용역

㈜현대산업개발

행정도시구역 3-2 조성 현장 공정계획수립 리비젼 용역 금호산업㈜

㈜문화방송 신사옥 신축공사 클레임 관련 용역 현대산업개발㈜

7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골조 및 외장공사 중 건설사업

관리(사업수행계획서)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골조 및 외장공사 중 건설사업

관리(공정관리)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브라질 CSP 문서 관리(설계, 제작) 구축 1식 ㈜포스코아이씨티

인천공항 3단계 BHS 건설공사 공정관리 지멘스

8월 진천선수촌 2단계 2공구 신축 실시설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아모레퍼시픽 사옥 신축공사(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도시환

경 정비사업) 기술제안입찰 제안설계 용역

한국 씨아이엠㈜

9월 이화여자대학교 건설사업관리 계획서 작성용역 대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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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회

사

현

황

I
10월 당진화력 9,10호기 사업관리체계 전산운영 지원 용역 한국전력기술㈜

대구금호 C-2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개발계획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

소㈜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중 공정표 작성 용

역

현대엔지니어링㈜

12월 뉴칼레도니아 NMC 확장 EPC사업 공정표 작성용역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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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용역(9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고리원자력 5,6호기 주설비공사 기술제안서 작성 ㈜유신

YRP 4지역 병영시설 기본설계 기술제안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행복도시 5생활권 BRT도로 CPM공정표 개정(Rev.1) 동양건설사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기숙사 신축공사 공정표 작성 ㈜디엔비건축사사무소

노후시설 환경개선 2차(제6연구동)공사 예정공정표 작성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아모레퍼시픽 대전물류센터 신축공사 토목시공계획 삼성물산㈜

15년 문화방송 신사옥 신축공사 클레임용역 현대산업개발

2월 오랑 동서연결도시철도 컨설팅 용역 ㈜도화엔지니어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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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2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협약서 KAIST

MBC클레임 공정관리프로그램 구현 및 감정보고서 작성 1차 ㈜씨엠엑스 엔지니어링건축사사

무소

대구숙천초등학교 개천공사 예정공정표 작성 ㈜에파건축사사무소

3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초기공정계획 작성 ㈜포스코건설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BTL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

소㈜

5월 건축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용역 ㈜포스코건설

6월 MBC클레임 공정관리 프로그램 구현 및 감정보고서 작성 2

차

㈜씨엠엑스엔지니어링건축사사

무소

원주~강릉 4공구 철도공사 공정표 작성 KCC건설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공정표 개정용역 현대엔지니어링㈜

사우디 제다 프로젝트 기술제안 입찰공정표 작성용역 삼성물산㈜

NH농협 충남통합본부 신축공사 네트워크공정표 작성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관하천 수해복구공사 간접비 검토 용역 ㈜대림종합건설

7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 공정관리 용

역

현대건설㈜

아모레퍼시픽 TP 사업장 신축공사 기술제안 ㈜한진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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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7월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대비공사 기타부대공사 협의율 요쳥

관련 등 자문 용역

두산중공업㈜

8월 플랜트 협업 멀티/다계층 프로젝트 관리체계 구축 기술개발 KAIST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골조 및 외장공사 심의자료 작성 한진중공업컨소시움

500kV 북당진~고덕 HVDC 지중선로 건설공사 공정관리 용

역

㈜삼호

9월 원전 건설관리 표준 프로세스 및 절차서 고도화 지원 용역 한국전력기술㈜

10월 자전거 이야기촌 공기연장 간접비 검토 용역 세원건설㈜

YRP C4I사업 외부체계 케이블(OSP-Cable) 정보통신공사

공정관리

오티씨테크놀로지㈜

MBC클레임 공정관리 프로그램 구현 및 감정보고서 작성 3

차

㈜씨엠엑스엔지니어링건축사사

무소

11월 카타르 국립박물관 신축공사 클레임 용역 ㈜현대건설

중이온 가속기 기본설계 공정표작성 및 시공계획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사옥 신축공사 공정표 작성 디엔비건축사사무소

행복도시 5생활권 BRT도로 CPM 공정표 개정(Rev.2) 동양건설산업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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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용역(10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강원대 그린에너지 연구관 신축공사 예정공정표 작성 ㈜디엔비건축사사무소

3월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공정표작성 현대엔지니어링㈜

4월 ULSAN LINE 9 PROJECT 진도관리 용역 ㈜에스씨티

흥해기계 2국도건설공사 공기연장간접비 검토용역 ㈜대림종합건설

4D 시뮬레이션 구현 컨설팅 POSTECH

6월 서해선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 공정표 작성 및 진도관리 ㈜대우건설

7월 YRP 주한미군사령부 건설공사(전기) 클레임 및 중재기술지

원 컨설팅

대한종합산전

9월 원주-강릉 철도건설 3-2공구 클레임 두산중공업㈜

10월 신서천 화력 건설사업관리 사업주 현장 공정관리기술 지원

용역

한국전력기술㈜

YRP C4I사업 외부체계케이블(OSP-Cable) 정보통신공사 공

정진도관리 용역

오티씨테크놀로지㈜

천안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사업 예정공정표 작성 용역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원주-강릉 철도건설 3-2공구 신규단가 적용 검토보고서 작성

용역

두산중공업㈜

11월 한국전력기술 CIPREL4 클레임 자문 용역 한국전력기술㈜

12월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예정공정표 작성 ㈜유신

쿠웨이트 압둘라 공정관리 작성 용역 LH공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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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1월 KTC충북혁신도시 ESS사업 및 전자파시험센터 구축공사 만회예정공

정표 작성

㈜기원종합건설

두산중공업 태안 IGCC 가스화플랜트공사 지연 원인 분석 용역 ㈜두산중공업

2월 Nha Thang CPM 공정표 작성 용역 무영씨엠건축사사무

소

4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단계별 최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기

반의 지능형 프로젝트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6월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용역

계룡건설산업㈜

Biomass STG2 Project 공기지연분석 보고서 작성 용역 ㈜삼천리 ES

YRP C4I 사업 외부체계케이블(CPS-Cable) 정보통신공사 건설사업관

리 중 공정진도관리 용역

오티씨테크놀로지㈜

7월 해외 Planning Manager 양성 공정관리 실무과정 쌍용건설

은평뉴타운 종교용지9 종교시설(수도원) 신축건축공사를 위한 PMIS

구축

㈜코렘시스

8월 GS홈쇼핑 군포 신물류센터 신축공사 PMIS 구축 용역 ㈜KCC건설

삼성물산 Commercial 전문가 과정 성균관대학교

EPC 플랜트 공정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현대엔지니어링㈜

KF-X 일정관리(IMS)시스템 구축 한국항공우주산업㈜

11월 강북삼성병원 미래의학관 신축 및 지하개발공사 씨제이건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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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1월 PMIS 시스템 구축 금호아시아나IDT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용역(12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

4월 신서천화력 건설사업관리 사업주 현장 공정관리기술 지원용역 한국전력기술㈜

현대건설 AWP도입 프로젝트 용역 인터그래프코리아㈜

5월 삼성물산 Commercial 전문가 과정 성균관대학교

서해선 4공구 철도노반 및 궤도시스템 건설공사 공정표 작성 대우건설㈜

6월 글로벌 수준의 표준화된 유지관리 절차서 개발 연구용역 한국도로공사

‘2018

- 74 -

III. Business Portfolio



- 75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42 (구로동,한화비즈메트로1차4층)

Tel : 02-517-0500        Fax : 02-3478-0768

http://www.hkcmc.co.kr   한국씨엠씨.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