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 명 계약기간 발 주 자 역 무 계약 사업개요

평택기지 P&ID 개정용역 2019.12.19 ∼ 2020.01.10 SK가스 설계 단독

00부대 유류증대 설계용역(19-B160) 2019.12.06 ∼ 2021.05.31 벽산엔지니어링(주) 설계 단독

파주ES 태풍피해 복구작업 건축감리용역 계약 2019.10.21 ∼ 2019.12.13 파주에너지서비스㈜ 감리 단독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가역무
지시

2019.06.27 ∼ 2019.12.26 내포그린에너지 감리 단독 발전시설

LPG탱크장 방유제 설치 및 Paving 설계용역 2019.06.18 ∼ 2019.07.12 SK에너지 설계 단독

[청주]1변전소 M8 공급용 노후배전반 교체공사_감리 2019.05.17 ∼ 2019.12.31 SK하이닉스 감리 단독

인천사업장 지하매설물(폐배관) 철거 토목설계용역 2019.04.18 ∼ 2019.06.07 SK에너지 설계 단독

19-76-송유관 이설 설계용역(1) 2019.03.21 ∼ 2019.11.30 벽산엔지니어링(주) 설계 단독 송유관시설

[청주]1캠퍼스 P&T2 전력계통 개선공사_감리 2019.01.17 ∼ 2020.06.30 SK하이닉스 감리 단독

이천 M14 Ph-2B S.TR 전원점 변경 공사 감리_추가 2018.10.30 ∼ 2018.12.25 SK하이닉스 감리 단독

80.5km 송유관 이설공사 설계용역 2018.10.11 ∼ 2019.03.30 SK에너지 설계 단독 송유관시설

B&I Project T.F. 자재검수 용역 단가계약 2018.08.01 ∼ 2019.12.31 SK이노베이션 자재검수 단독

오성발전소 연료전지 증설공사 감리용역 2018.06.28 ∼ 2018.10.31 평택에너지서비스 감리 단독 발전시설

평택에너지서비스 신규 BFP-A 설치 관련 배관 설계 2018.06.01 ∼ 2018.10.31 평택에너지서비스 설계 단독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파장IC구간 TKP 이설/보호 실시설
계(토목)용역

2018.05.25 ∼ 2018.07.25 대한송유관공사 설계 단독 송유관시설

LiBS 12,13호기 증설 Project PMC 용역 2018.05.15 ∼ 2019.11.30 SK이노베이션 PMC 단독

SK에너지 울산CLX 내 송유관 이설/보호공사 설계용역 2018.04.04 ∼ 2018.05.13 SK에너지 설계 단독 송유관시설

이천 M14 Ph-2B S.TR 전원점 변경 공사 감리 2018.03.27 ∼ 2018.07.30 SK하이닉스 감리 단독

울산CLX 에너지솔루션 제공사업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2018.03.16 ∼ 2018.10.31 SK E&S 감리 단독

S-Project 3rd Party 인력 용역-오염토 반출정화 관리용역 2018.02.12 ∼ 2019.10.31 SK에너지 감리 단독

동해물류센터 0.5% B-C 출하설비 증대 (설계/인허가) 2017.12.08 ∼ 2017.12.30 SK에너지 설계 단독

생산 2동 전극 #3 Line Hook Up 설계용역 2017.12.08 ∼ 2018.03.20 SK이노베이션 설계 단독

추풍령천 수해상습지 개선구간 소유관이설 토목공사 설계
용역

2017.11.14 ∼ 2018.01.12 (주)대한송유관공사 설계 단독 송유관시설

천안저유소 탱크 Re-Arrange 설계용역 2017.08.16 ∼ 2018.02.28 (주)대한송유관공사 설계 단독 송유관시설

울산기점 59km지점 YKP 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2017.08.04 ∼ 2017.09.17 (주)대한송유관공사 설계 단독 송유관시설

SK하이닉스 보일러 3차 증설 및 저 NoX 보일러 설치
Project 감리용역

2017.07.28 ∼ 2018.02.28 SK에너지 감리 단독

서해선복선전철 6공구 공사 관련 오성발전소 공업용수관로
이설공사 설계용역(2차 공사분)

2017.07.01 ∼ 2018.12.30 평택에너지서비스(주) 설계 단독 발전시설

최근 10년 프로젝트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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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NH3 Pipe Line 설치공사 인허가 및 실시설계용역 2017.06.27 ∼ 2017.10.31 (주)세일종합기술공사 설계 단독

울산기점 22.7km 송유관 이설공사 설계용역 2017.04.25 ∼ 2017.07.30 SK에너지 설계 단독 송유관시설

울산기점 22.6km 송유관 이설공사 설계용역 2017.03.10 ∼ 2017.07.31 SK에너지 설계 단독 송유관시설

울산기점 20.7km 송유관 이설공사 설계용역 2017.01.13 ∼ 2017.10.31 SK에너지 설계 단독 송유관시설

No.5 SBM 신설사업 토목설계용역 2016.11.28 ∼ 2017.12.30 에스케이건설(주) 설계 단독

NCC Flare System 개선 (NCC PGC 열교환기 개선)설계 2016.10.28 ∼ 2017.05.31 SK종합화학 설계 단독 석유화학시설

NCC Flare System 개선 사업외 1건 (상세설계) 2016.10.28 ∼ 2017.07.31 SK종합화학 설계 단독 석유화학시설

상세설계_NO.5 CDU 평판형 열교환기 설치 2016.10.21 ∼ 2017.07.31 SK에너지 설계 단독

평택기지 고유황 부탄 주입 설비 인,허가 및 설계용역 2016.09.30 ∼ 2016.12.30 SK가스주식회사 설계 단독

울산기점 58.0km지점 송유관 이설공사(3공구) 설계용역 2016.07.13 ∼ 2017.12.31 SK에너지 설계 단독 송유관시설

윤활유 수평조 신설사업 상세설계 2016.06.22 ∼ 2016.12.30 sk루브리컨츠 설계 단독 윤활유생산시설

평택기지 P&ID 개정 용역 2015.11.16 ∼ 2015.12.18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 설계 단독

윤활유 공장 Revamp Feasibility Study 기술 용역 2015.10.14 ∼ 2016.01.15 SK 루브리컨츠 설계 단독 윤활유생산시설

추풍령/곡성펌프장 Sump Tank 설치 설계용역 2015.08.24 ∼ 2015.09.28 (주)대한송유관공사 설계 단독

마산물류센터 시설 재배치 설계 용역 2015.04.29 ∼ 2016.12.31 SK에너지 설계 단독

물류센터 KIP 이설(삼익아파트~경찰파출소) 설계 용역 2015.04.17 ∼ 2016.05.31 SK에너지 설계 단독

평택기지 육상출하 최적화를 위한 C4 출하방식 개선방안
검토 용역

2015.04.14 ∼ 2015.05.15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 설계 단독

울산기점 43.0km지점 송유관 보호공사 설계용역 2015.03.30 ∼ 2015.12.15 SK에너지 설계 단독 송유관시설

평택기지 P& ID 개정용역(S210000349)] 2014.11.14 ∼ 2014.12.22 에스케이가스주식회사 설계 단독

울산기점 81.0km 송유관 이설공사(1차) 설계용역 2014.10.06 ∼ 2015.05.31 SK에너지 설계 단독 송유관시설

사우디 Shrouq ACN & NaCN Proposal (140291) 2014.09.01 ∼ 2014.10.31 대림산업(주) 설계 단독

V-Project PKG I 기계,배관,보온,도장P6토목 물량검증 용
역

2014.08.18 ∼ 2014.12.31 SK인천석유화확 설계 단독 석유화학시설

울산기지 P&Id 개정 2014.07.15 ∼ 2014.08.08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 설계 단독

LG화학 KFC 증설 사업 전기 설계 용역 2014.06.10 ∼ 2014.08.31 제일엔지니어링(주) 설계 단독

OCU Plant건설공사 현장 토목 상세설계 2014.06.03 ∼ 2015.03.31 대림산업(주) 설계 단독

설계용역 : 물류센터 VRU/BLS 설치사업 2014.04.21 ∼ 2015.02.28 SK에너지 설계 단독

LGO Dewaxing Project 배관설계용역 2014.04.08 ∼ 2014.05.31 SK건설(주) 설계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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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F&GATHERING SYSTEM IN AKKAS GAS FIELD,IRAQ 2014.04.07 ∼ 2014.10.06 KOGAS AKKAS B.V 설계 단독

그리스공장 이설 Feasibility Study 기술용역 2014.02.24 ∼ 2014.03.31 SK이노베이션 설계 단독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2014.02.20 ∼ 2014.03.31 대림산업(주) 설계 단독 발전시설

P-PROJECT(PDH)EPC 상세설계(토목배관_OBL)용역 2014.02.14 ∼ 2015.11.30 SK건설(주) 설계 단독

폴리머공장 스팀도입사업 토목설계용역 2014.02.01 ∼ 2014.06.30 SK건설(주) 설계 단독

평택기지 P&ID 도면 개정용역 2013.12.11 ∼ 2013.12.31 SK가스㈜ 설계 단독 가스출하시설

YKP송유관 울산기점 60.5Km 보호공사 설계용역 2013.12.05 ∼ 2014.04.30 SK에너지 설계 단독 송유관시설

쿠웨이트 KNPC FCC Revamp 사업팀 토목 상세 설계 2013.11.15 ∼ 2014.08.31 대림산업(주) 설계 단독 석유화학시설

울산기점 27.2Km 송유관 보호공사 설계용역 2013.11.04 ∼ 2013.11.30 SK에너지 설계 단독 송유관시설

사우디 R.T.R.C.F.A(PKG1) (130159)(Early Work 추가분) 2013.09.23 ∼ 2013.10.31 대림산업(주) 설계 단독 발전시설

울산기점 22.7Km 이설공사 설계용역 2013.09.10 ∼ 2014.06.30 SK에너지 설계 단독 송유관시설

JAC Project Civil Engineering Work 파견 용역(CAD) 2013.09.03 ∼ 2013.10.31 SK건설(주) 설계 단독 정유시설

러시아 ZapSib-2 Proposal(130229) 토목분야 입찰물량 작
성(토목설계P팀)

2013.09.01 ∼ 2013.10.31 대림산업(주) 설계 단독 석유화학시설

설계용역 외주 단가계약 2013.08.27 ∼ 2015.08.26 SK인천석유화학 설계 단독 정유시설

P-Project(PDH) FEED설계용역(배관,토목)_OSBL 2013.08.01 ∼ 2013.12.24 SK건설(주) 설계 단독 정유시설

V-Project OBL 1(기존공정설비 Revamp) 2013.07.30 ∼ 2013.12.31 SK건설(주) 설계 단독 정유시설

VLCC 통항능력 확보사업 2013.07.30 ∼ 2014.02.28 SK건설(주) 설계 단독 정유시설

배수로측량설계 2013.07.19 ∼ 2013.08.15 SK에너지 설계 단독 배수시설

울산기점24.5Km 송유관 이설공사 설계용역 2013.06.01 ∼ 2013.08.31 SK에너지 설계 단독 송유관시설

사우디 Ras Tanura Refinery Clean Fuels and Aromatics
Proposal(PKG 2)(130160)토목분야 입찰물량 작성 (토목P설
계팀)

2013.05.29 ∼ 2013.08.31 대림산업(주) 설계 단독 원유정제시설

사우디 Ras Tanura Refinery Clean Fuels and Aromatics
Proposal(PKG 1)(130159)토목분야 입찰물량 작성 (토목P설
계팀)

2013.05.29 ∼ 2013.08.31 대림산업(주) 설계 단독 원유정제시설

울산기점89.0Km 송유관 이설공사 설계용역 2013.05.28 ∼ 2013.07.31 SK에너지 설계 단독 송유관시설

효성 DH-2 Proposal(130140) 토목 분야 입찰 설계(토목 P
설계팀)

2013.05.13 ∼ 2013.05.31 대림산업(주) 설계 단독 석유화학시설

평택에너지 DH 열배관 설치사업 설계용역 2013.05.10 ∼ 2013.09.30 드림라인(주) 설계 단독 발전시설

YKP송유관33.8Km 이설공사 설계용역 2013.03.07 ∼ 2013.06.20 SK에너지 설계 단독 송유관시설

윤활유 생산능력 증대 Phase II(Drum 충전장 신설) 기본설
계 용역

2013.01.28 ∼ 2013.01.31 SK루브리컨츠 설계 단독 윤활유생산시설

대구혁신도시집단 에너지 시설 기술 지원 2013.01.11 ∼ 2014.10.31 대구그린파워 설계 단독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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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Clean Transportation Fuels at Riyadh Refinery
Proposal(120461)토목분야 입찰물량 작성(토목P설계팀)

2013.01.10 ∼ 2013.02.28 대림산업(주) 설계 단독 정유정제시설

사우디 SHROUQACN-NaCN FEED 사업팀 토목FEED설계 2012.12.26 ∼ 2013.06.30 대림산업(주) 설계 단독 석유화학시설

울산CLX 스팀 N/W2단계 확장사업 토목설계용역 2012.10.29 ∼ 2013.03.31 SK건설(주) 설계 단독 정유정제시설

사우디 ARAMCO-CO gen Prower Plant Proposal 토목분야 입
찰설계

2012.10.15 ∼ 2012.11.30 대림산업(주) 설계 단독 발전시설

No.5 Revamp 설계용역 2012.10.04 ∼ 2012.12.31 SK에너지(주) 설계 단독 석유화학생산시설

Middle Slop 취급시설공사 설계용역 2012.09.06 ∼ 2012.10.20 SK에너지(주) 설계 단독 정유시설

윤활유 Cooling Tower 유량계 신설 상세설계 2012.08.29 ∼ 2012.12.31 SK루브리컨츠(주) 설계 단독 윤활유생산시설

카타르 Laffan Refinery Phase-2 Proposal(120289) 토목분
야 입찰 물량 작성(토목P설계팀)

2012.08.28 ∼ 2012.10.31 대림산업(주) 설계 단독 정유시설

2012년 인천CLX 외주설계 용역 2012.08.25 ∼ 2013.08.24 SK에너지(주) 설계 단독 정유정제생산시설

V-PJT OBL 배관설계용역 A 2012.08.01 ∼ 2013.08.30 SK건설(주) 설계 단독 정유정제생산시설

쿠웨이트 CFP 단지조성 사업 Proposal(120295) 토목분야
입찰물량 작성

2012.07.13 ∼ 2012.10.31 대림산업(주) 설계 단독 정유생산시설

카프로 프로판 신규공급 투자사업 토목설계용역 2012.07.02 ∼ 2013.02.28 SK건설(주) 설계 단독 가스공급시설

사우디 Jazan Refinery and Terminal (JRTP) - PKG 09
Proposal(120211) 토목분야 입찰물량 작성

2012.07.02 ∼ 2012.08.31 대림산업(주) 설계 단독 정유시설

사우디 Jazan Refinery and Terminal (JRTP) PKG10
Proposal (120212) 토목 분야 입찰물량 작성

2012.07.02 ∼ 2012.08.31 대림산업(주) 설계 단독 정유시설

YKP송유관 79.3km 이설공사 설계용역 2012.07.01 ∼ 2012.07.15 SK에너지(주) 설계 단독 송유관시설

No.3 AEU GT-BTX Revamp Project 토목설계 용역 2012.06.30 ∼ 2012.12.30 SK건설(주) 설계 단독 정유 정제 시설

No.5 CDU지역 보강토 옹벽 보수사업 토목설계용역 2012.06.23 ∼ 2012.08.30 SK건설(주) 설계 단독 정유시설

CG Propylene Tank 건설사업 토목설계용역 2012.06.01 ∼ 2012.12.25 SK건설(주) 설계 단독 석유화학 저장시설

No.4 MDU Dwaxing 용량증대 사업 토목설계용역 2012.03.30 ∼ 2012.12.25 SK건설(주) 설계 단독 정유정제 생산시설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오폐수 설비 및 이송배관 설계 2012.02.21 ∼ 2012.04.30 대림산업(주) 설계 단독 발전시설

연안선 출하배관 안전밸브 설치관련 안정성 검토용역 2012.02.13 ∼ 2012.02.24 SK가스(주) 설계 단독 가스출하시설

SPENT CAUSTIC TREATMENT UNIT PROJECT의 모듈상세설계 2012.01.16 ∼ 2012.12.15 (주) 동부 설계 단독 원유정제처리시설

P&ID 변경용역 2011.12.15 ∼ 2011.12.30 SK가스(주) 설계 단독 가스저장시설

NBO Project 배관설계용역 2011.11.25 ∼ 2012.05.30 SK건설(주) 설계 단독 정유생산시설

윤활유 생산능력증대 Phase ll Front End Design 2011.10.19 ∼ 2012.05.31 SK루브리컨츠(주) 설계 단독 윤활유생산시설

서편부지토목설계용역 2011.09.27 ∼ 2011.10.06 SK가스(주) 설계 단독 가스저장시설

NBO PROJECT 배관설계용역(70D 출하시설) 2011.08.25 ∼ 2011.12.31 SK건설(주) 설계 단독 정유정제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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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설계용역 2011.08.24 ∼ 2013.08.23 SK에너지(주) 설계 단독 정유정제생산시설

CLX 탱크개조사업 토목구조물 설계용역 2011.07.01 ∼ 2011.11.30 SK건설(주) 설계 단독 정유정제생산시설

North Star Project 공정인력 파견 외주용역 2011.07.01 ∼ 2011.08.31 한양이엔지(주) 설계 단독 석유화학생산시설

YERP Project 토목설계용역 2011.07.01 ∼ 2012.12.31 글로텍엔지니어링(주) 설계 단독 석유화학생산시설

CLX 탱크개조 사업 배관설계 용역 2011.07.01 ∼ 2011.11.30 SK건설(주) 설계 단독 정유정제 생산시설

송유관 Junction Box 이설 설계 용역 2011.06.22 ∼ 2011.07.29 SK에너지(주) 설계 단독 송유관공급시설

인천CLX ~ 인천항동 KIP 역송유 배관 설계용역 2011.05.18 ∼ 2011.05.31 SK에너지 설계 단독 송유관공급시설

YKP 송유관 20.7Km 송유관이설 설계용역 2011.04.06 ∼ 2011.05.16 SK에너지(주) 설계 단독 송유관공급시설

12.7km 송정교 송유관 이설 설계용역 2011.02.10 ∼ 2012.11.30 SK에너지(주) 설계 단독 송유관공급시설

윤활유 생산능력 증대사업 2010.12.27 ∼ 2011.12.30 SK루브리컨츠(주) 설계 단독 윤활유 생산시설

윤활유 생산능력 증대사업 및 시설 개선사업설계/구매용역 2010.12.27 ∼ 2012.06.30 SK루브리컨츠(주) 설계 단독 윤활유 생산시설

P&ID 변경용역 2010.12.17 ∼ 2010.12.30 SK가스(주) 설계 단독 LPG저장시설

인천CLX Project 토목설계용역 2010.10.29 ∼ 2011.09.30 SK건설(주) 설계 단독 정유시설 증설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송유관 이설 설계용역 2010.10.27 ∼ 2010.11.12 SK에너진(주) 설계 단독 송유관 시설

평택기지 Dryer 설치 설계용역 2010.10.05 ∼ 2011.10.05 SK가스(주) 설계 단독 건조시설

직매처(르노삼성-화성)시설지원 설계용역 2010.09.02 ∼ 2010.09.30 SK에너지(주) 설계 단독 정유출하시설

EPDM Revamping 사업 배관설계용역 2010.06.01 ∼ 2011.01.30 SK건설(주) 설계 단독 정유시설

제지 펄프 연결공사 LOCAL ENGINEERING 2010.05.07 ∼ 2010.11.30 무림피앤피주식회사 설계 단독 제지공장 플랜트설비

NEP LPG Craking 증대시설 개선사업 2010.05.01 ∼ 2010.12.25 SK건설(주) 설계 단독 LPG생산시설

LOCAL ENGINEERING 2010.04.07 ∼ 2011.02.20 무림피앤피주식회사 설계 단독 제지공장 시설

NO.2 FCC OBL PJT 종료하자(토목설계) 2010.04.01 ∼ 2010.05.31 SK건설(주) 설계 단독 정유플랜트

증평공장 설계물량 산출용역(PLANT 공사) 2010.03.26 ∼ 2010.04.06 SK에너지(주) 설계 단독 산업플랜트

광교열병합발전소(E)현장 토목상세설계 2010.02.25 ∼ 2010.12.31 대림산업(주) 설계 단독 발전시설

천진 윤활유배합공장 기본설계용역 2010.02.10 ∼ 2010.03.31 SK루브리컨츠 설계 단독 윤활유정제시설

배관상세설계용역(EWI AREA) 배관설계팀 (090896) 2010.02.08 ∼ 2010.02.22 대림산업(주) 설계 단독 산업시설

T-5지역폐수 자가처리시설 개선 2010.02.04 ∼ 2010.05.30 SK에너지(주) 설계 단독 정유플랜트 시설

HPPO HOT WATER 2차 사업 2010.01.19 ∼ 2010.04.25 SK건설(주) 설계 단독 산업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