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회사소개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엔탑엔지니어링 대 표 자 신 수 정

사  업  분  야  토목 및 환경관련엔지니어링, 학술연구용역, 연구개발업

주          소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40 인덕원IT밸리 A동 518호

대  표  전  화  031-689-3135 / FAX) 031-8069-8844

설    립    일  2003년 05월 16일

홈  페  이  지  http://www.entopeng.com

 주요 연혁

□ 2003. 05. 16  :  ㈜엔탑엔지니어링 설립

□ 2011. 03. 08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제E-11-191호)

□ 2011. 03. 24  :  환경컨설팅 등록(제123호)

□ 2012. 10. 18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제서-2-003호)

□ 2012. 10. 25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2012113177호)

□ 2013. 05. 16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제서-306호)

□ 2016. 07. 07  :  여성기업 인증

□ 2016. 07. 12  :  엔지니어링사업자 환경 전문분야 등록(수질, 대기, 소음진동, 자연토양환경, 폐기물)

□ 2016. 11. 07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경기1-2-454)

□ 2017. 04. 27  :  강소기업 인증

□ 2017. 09. 19  :  벤처기업 인증

□ 2017. 11. 07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제170604-01047호)

□ 2019. 05. 02  :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 전문분야  등록(도로‧공항)

□ 2019. 05. 20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 2019. 12. 13  :  가족친화기업 인증

다수의 환경평가 및 컨설턴트, 설계 등을 수행해 온 “환경전문회사”다수의 환경평가 및 컨설턴트, 설계 등을 수행해 온 “환경전문회사”



나. 보유 면허 및 등록 현황







다. 사업 분야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분석 생태계 복원 및 컨설팅

환경성검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사후환경영향조사

턴키 및 대안설계

교육환경영향평가

기타 환경보전 계획수립

대기, 악취, 수질, 일조장해,

소음‧진동 등 각종 모델링

생태계 정밀 모니터링

생태계 복원‧보전 사업

전국자연환경조사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수생태계건강성 조사

호소생태계건강성 조사

도시생태현황(비오톱) 지도 작성

자연환경관련 조사사업

자연환경관련 연구사업

자연환경자료의 분석‧가공

자연환경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보급

연구 및 개발

신기술‧환경평가기술개발

환경분야 연구지원 서비스

환경평가 데이터베이스 및 

프로그램 개발

도로 및 공항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의 타당성조사 및 계획

외곽시설/계류시설/마리나시설/준설 및 매립 조사 및 계획 등

대기 모델링 (AERMOD) 일조장해 모델링 (SUNLITE) 생태조사

드론촬영 및 모델링(pix4D) Ordination 분석 종분포 모형 (Maxent)



라. 조직 구성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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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분 야 성 명 자격사항 분 야 성 명 자격사항

총괄 신수정 소음진동기사 책임 신영섭 이학박사

김상희 소음진동기술사 이학준 생물분류기사(식물/동물)

심상묵 환경영향평가사 전문 장창열 생물분류기사(동물)

자연 신영섭 이학박사 이연호 생물분류기사(동물)

생태환경 김봉석 이학석사 김봉석 생물분류기사(동물)

토지 김진홍 공학박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오한웅 산림기사

환경 이영석 토양환경기사 윤단비 자연생태복원기사/생물분류기사

생활 홍정수 대기환경기사

환경 김인구 수질환경기사

및 손재훈 토양환경기사

기타 이민정 폐기물처리기사

 도로 및 공항

분 야 성 명 자격사항

본부장 유경택 도로 및 공항 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연구원 송지예 공학사



마. 주요 사업 실적

주요 사업 실적

 학술용역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충주호 생태환경조사 2014. 07. 01 ~ 2015. 08. 30 한국수자원공사

보령댐 수상태양광 환경모니터링 (1,2차년도) 2016. 03. 16 ~ 2017. 05. 09 한국수자원공사

왕송호수공원 조성사업 조류모니터링 조사 분석 2016. 03. 21 ~ 2017. 01. 15 의왕시

조성지구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기초생태조사 2016. 05. 01 ~ 2016. 06. 31 농어촌공사

합천댐 저수지 및 주변지역 생태환경 조사 2016. 10. 14 ~ 2017. 11. 12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 4개 용수댐 저수지 및 주변지역 생태환경조사 2016. 10. 25 ~ 2017. 11. 14 한국수자원공사

왕송호수공원 조성사업 조류모니터링 조사 분석 2017. 01. 11 ~ 2018. 01. 11 의왕시

제2차 충청남도 주요하천 수생태계 현황 및 건강성 

조사 연구
2018. 05. 10 ∼ 2018. 12. 05 충청남도

2019년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 연구 2019. 05. 24 ~ 2020. 05. 23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생태모니터링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2015. 09. 08. ~ 2016. 07. 03 통영시

하남시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2016. 09. 20. ~ 2017. 12. 31 하남시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중 모니터링 2016. 11. 15 ~ 2017. 12. 18 통영시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2017. 04. 10 ~ 2018. 04. 09 연천군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2018. 03. 08 ~ 2018. 12. 21 통영시

하남시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2018. 03. 26 ~ 2019. 12. 28 하남시

서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2018. 03. 22 ~ 2019. 12. 13 수원시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2차년도) 2019. 03. 04 ~ 2019. 12. 28 통영시



 환경영향평가

  도로 ․ 철도 ․ 항만 분야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영동 지내도로 선형개량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5. 04. 27 ~ 2017. 12. 31 ㈜호암엔지니어링

동계-적성 도로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5. 06. 04 ~ 2015. 11. 30 ㈜서영엔지니어링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
2015. 07. 15 ~ 2016. 12. 31 ㈜선일이앤씨

불현~신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주변환경여건 변화보고 2015. 11. 18 ~ 2016. 03. 16 경기도건설본부

광교산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5. 11. 20 ~ 2016. 02. 17 수원시 장안구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2016. 07. 20 ~ 2017. 06. 30 ㈜서영엔지니어링

임실~장수 도로시설 개량공사 환경영향평가 2018. 06. 27 ~ 2019. 06. 21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지도 98호선 광주건업~여주상품 도로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8. 07. 04 ~ 2019. 03. 11 화신엔지니어링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연결도로개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8. 09. 03 ~ 2018. 11. 11 ㈜삼경

지방도372호선 전곡~마전 군훈련도로정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8. 09. 17 ~ 2019. 02. 14 경기도 건설본부

시도 6호선(광사-만송간) 도로개설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8. 11. 30 ~ 2019. 05. 28 양주시

국도77호선 서평택IC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9. 07. 22 ~ 2020. 05. 16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안중 대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9. 12. 02 ~ 2020. 01. 30 평택시

효촌~신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20. 01. 08 ~ 2020. 07. 05 경기도

세월교~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20. 02. 04 ~ 2020. 05. 03 평택시

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2018. 12. 27 ~ 2019. 12. 30 여수광양항만공사

안마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1차) 2018. 12. 14 ~ 2019. 09. 12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삼덕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2019. 01. 22 ~ 2020. 04. 21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감천항 일반부두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재협의)
2019. 12. 23 ~ 2020. 12. 26 부산항만공사



  하천 및 수자원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삼붓골 소하천정비공사 사업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5. 02. 16 ~ 2016. 05. 16 과천시

2015 소하천정비사업(수정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5. 04. 08 ~ 2015. 10. 04 ㈜삼경

복천(복문호 상류~덕동호 하류) 하천기본계획 

장래수질 예측 연구조사 
2015. 05. 13 ~ 2015. 07. 31 ㈜청명토목이엔지

양택천 등 8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 관리대장 

작성(재정비)  
2015. 06. 02 ~ 2016. 03. 12 ㈜한국종합기술 외

봉림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중 하천환경조사
2015. 06. 15 ~ 2015. 10. 24 케이에스엠기술㈜

제3차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2015. 06. 24 ~ 2016. 06. 22 남양주시

고교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2015. 08. 20 ~ 2016. 02. 19 ㈜호암엔지니어링

흥정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및 하천재해예방 사업 

수질모델링 
2015. 09. 01 ~ 2015. 12. 31 ㈜세현에코텍

장성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2015. 09. 03 ~ 2016. 10. 07 ㈜한국종합기술 외

장성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2016. 01. 08 ~ 2016. 12. 04 ㈜삼안 외

새우대천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6. 03. 21 ~ 2016. 09. 17 의왕시

형산강 중하류권역(2)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 

관리대장 작성
2016. 04. 18 ~ 2017. 05. 16 ㈜한국종합기술 외

거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2016. 05. 02 ~ 2016. 06. 21 ㈜한국종합기술 외

약사천외 5개소 하천기본계획(변경) 중 하천환경조사 2016. 06. 20 ~ 2016. 10. 30 케이에스엠기술㈜

울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2차) 
2016. 07. 04 ~ 2018. 06. 14 ㈜한국종합기술 외

고령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회천권역)
2016. 07. 04 ~ 2018. 09. 28 ㈜한국종합기술 외

제4차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2016. 08. 03 ~ 2017. 08. 02 경기도 남양주시

낙동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

대장 작성 
2016. 11. 23 ~ 2017. 11. 10 ㈜한국종합기술 외

전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2016. 12. 05 ~ 2018. 06. 07 ㈜한국종합기술 외

재산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장래수질예측 2016. 12. 12 ~ 2018. 07. 27 ㈜건일엔지니어링



  하천 및 수자원(계속)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진주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변경 2016. 12. 28 ~ 2017. 12. 08 ㈜한국종합기술 외

담양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2017. 06. 01 ~ 2019. 12. 31 ㈜평화엔지니어링 외

담양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2017. 03. 24 ~ 2019. 01. 06 ㈜한국종합기술 외

의성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2차(봉양, 비안권역) 
2017. 11. 01 ~ 2018. 04. 30 ㈜한국종합기술 외

주교천 하천기본계획 및 시설관리대장 작성 2017. 12. 07 ~ 2018. 11. 30 ㈜국성건설엔지니어링

김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지례, 부항, 대덕권역)
2018. 02. 01 ~ 2020. 06. 06 ㈜한국종합기술 외

낙동강 최상류권역(2)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

관리대장 작성 
2018. 05. 08 ~ 2018. 12. 31 ㈜한국종합기술 외

후리천 정비공사 외 1개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8. 05. 23 ~ 2018. 11. 19 여주시

원주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2단계) 2018. 08. 27 ~ 2018. 12. 30 ㈜한국종합기술 외

종천천 하천기본계획 및 시설관리대장 작성 2018. 09. 17 ~ 2018. 11. 29 다산컨설턴트

섬강 부평지구 외 1개소 하천환경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8. 09. 18 ~ 2019. 12. 31 ㈜진화기술공사

포항시 소하천정비증감계획 변경 등 지형도면고시 

(중부권역)
2018. 11. 05 ~ 2020. 01. 25 ㈜한국종합기술

사기막골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9. 04. 02 ~ 2020. 04. 02 과천시

진주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2019. 04. 30 ~ 2020. 11. 26 ㈜한국종합기술 외

앵상골천 정비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9. 05. 13 ~ 2019. 08. 20 가평군청

금호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하천시

설관리대장 작성 
2019. 04. 07 ~ 2020. 03. 05 ㈜한국종합기술 외

석천 외 3개하천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

대장 작성
2019. 06. 01 ~ 2019. 10. 21 ㈜한국종합기술 외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2019. 06. 21 ~ 2019. 09. 08 ㈜한국종합기술 

덕곡천 외 2개소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

장작성
2019. 06. 18 ~ 2020. 11. 09 ㈜한국종합기술

낙동강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2019. 08. 01 ~ 2019. 12. 31 ㈜한국종합기술 외



  단지 / 도시관리계획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제평가 2012. 09. 18 ~ 2015. 02. 03 ㈜서영엔지니어링

연라물류 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2014. 11 .18 ~ 2015. 11. 18 여주시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2014. 12. 29 ~ 2015. 10. 24 안산시

영산불교 현지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5. 03. 14 ~ 2017. 03. 27 ㈜삼경

망상 사계절 명품 해양 복합 관광지구 개발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2015. 04. 27 ~ 2015. 11. 12 ㈜두온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환경영향평가 2015. 05. 15 ~ 2017. 06. 10 화성시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환경영향평가 2015. 08. 25 ~ 2017. 07. 13 ㈜도담이앤씨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2015. 10. 01 ~ 2016. 05. 31 부천시

북면 체육시설 군관리계획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2015. 12. 01 ~ 2016. 05. 29 가평군

경기01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2016. 01. 04 ~ 2016. 06. 30 LH공사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2016. 03. 24 ~ 2017. 03. 23 의왕시

유산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2016. 04. 06 ~ 2017. 02. 28 ㈜도담이앤씨

수원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 2016. 10. 05 ~ 2017. 05. 02 수원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6. 10. 20 ~ 2017. 10. 19 경기도

연성정수장 수계 송수관로 안정화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8. 03. 07 ~ 2018. 06. 04 시흥시

하남산단 재생시행계획 환경영향평가 2018. 03. 15 ~ 2019. 03. 19 광주광역시

동해북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2018. 03. 20 ~ 2018. 09. 19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2018. 03. 22 ~ 2020. 03. 22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2018. 04. 19 ~ 2020. 10. 15 양주시

국민참여형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8. 05. 23 ~ 2018. 12. 31

주식회사 

합천댐수상태양광



  단지 / 도시관리계획(계속)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2018. 06. 08 ~ 2020. 08. 10 용인시

광명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2018. 06. 20 ~ 2020. 06. 20 ㈜한국종합기술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2018. 09. 10 ~ 2020. 09. 10 한국토지주택공사

낭산 등 6개 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2018. 09. 12 ~ 2018. 12. 21 한국농어촌공사

덕풍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8. 10. 24 ~ 2019. 01. 21 하남시

안계댐 안전성강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018. 11. 13 ~ 2019. 04. 12 한국수자원공사

2030 수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2019. 04. 17 ~ 2019. 12. 12 수원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2019. 10. 07 ~ 2020. 12. 09 한국환경공단

망곡근린공원 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 2019. 11. 12 ~ 2020. 05. 01 연천군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20. 01 31 ~ 2020. 05. 03 고양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2015. 01. 23 ~ 2016. 10. 30 ㈜서영엔지니어링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2015. 03. 30 ~ 2015. 12. 30 ㈜서영엔지니어링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등 2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2015. 03. 31 ~ 2015. 12. 21 ㈜서영엔지니어링

913-1-B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2015-B167) 2015. 11. 05 ~ 2020. 01. 28 ㈜서영엔지니어링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등 2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2016. 04. 05 ~ 2016. 12. 21 ㈜서영엔지니어링

제2차 영남복합화력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2016. 09. 09 ~ 2017. 09. 18 ㈜한국종합기술

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기반시설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1차)
2016. 09. 26 ~ 2021. 09. 25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건설사무소

울산항 남화물양장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2016. 10. 25 ~ 2021. 10. 23 울산항만공사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2017. 03. 02 ~ 2019. 12. 31 ㈜평화엔지니어링



 사후환경영향조사 (계속)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제3차 영남복합화력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2017. 09. 09 ~ 2018. 09. 08 ㈜한국종합기술

경인 아라뱃길 부속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018. 03. 26 ~ 2018. 12. 31 인천항만공사

함양~창녕(합천~창녕)고속도로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2018. 05. 24 ~ 2018. 12. 24 한국도로공사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1, 2공구) 

사후환경영향조사 
2018. 12. 24 ~ 2023. 12. 24 새만금개발청

경인 아라뱃길 부속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2차년도) 2019. 01. 01 ~ 2019. 12. 31 인천항만공사

아산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2019. 01. 22 ~ 2022. 01. 23 한국산업단지공단

천성항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및 운영시) 2019. 12. 26 ~ 2026. 02. 2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우천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2019. 05. 15 ~ 2022. 02. 09 ㈜화신엔지니어링

 대안설계 및 턴키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14공구

(T/K)입찰 설계
2016. 03. 02 ~ 2016. 07. 31 대우건설 외

동해항3단계 북방파제 축조공사 2공구대안설계  환경영

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2016. 12. 29 ~ 2016. 05 .31 건화 외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제9공구)

기술제안 입찰 선정  
2017. 11. 17 ~ 2018. 04. 30 ㈜수성엔지니어링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공사(제2공구) T/K설계 

환경영향 조사 및 분석
 2019. 07. 11 ~ 2019. 09. 30 삼성물산 외

 기타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향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

설: 자동차정류장)결정 및 실시설계
2019. 11. 28 ~ 2020. 07. 24 화성시

한강(충주댐 유역) 윗물 물환경 개선모델 기본구상 수립 2019. 10. 02 ~ 2020. 10. 01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교육환경평가) 2019. 06. 24 ~ 2019. 09. 24 ㈜서영엔지니어링



�(주�)� 엔탑엔지니어링

�E�N�T�O�P� �E�N�G�N�E�E�R�I�N�G� �C�O�.�,� �L�T�D

(주)엔탑엔지니어링은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주  소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40 인덕원 IT밸리 

A동 518호(포일동 653)

대표전화

TEL 070) 7510 - 5210 

FAX 031) 8069 - 8844

오시는 길

인덕원역 2번 출구에서 12번, 83번

버스 이용 또는 도보 15분

 

     

인덕원IT밸리
A동 518호

인덕원역

http://www.entope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