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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인사말

 주식회사 고려플랜트는 1985년 설립된 국내 1호 정부지정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으로, 가스

시설 전문검사, 가스설비 및 플랜트 사업, 대형 사업장 내 가스부문 안전진단 분야에 지속적으로 

매진하여 우리나라 가스시설의 검사/안전 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스시설의 검사, 안전진단 등 안전분야 외 가스시설의 설계 및 시공, LPG

배관망사업, 사회복지시설 LPG시설, 대형공장 플랜트사업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오랜기간 축적

된 검사 및 안전 부문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감은 물론 사업다각화를 통한 도약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검사와 안전점검 요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규칙적으로 

실시하여 최고의 검사/안전 시스템을 서비스하고, 높은 수준의 검사품질과 안전점검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려플랜트는 전문검사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업계에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가스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현장에서 고객중심의 경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현재의 위상에 안주하지 않고, 가스 검사/안전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바탕으로 PLANT시공/건설/특수가스 등 기존 사업의 확대 및 환경/검사시스템 보급, 

대형 PLANT사업 등 신규사업 진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고려플랜트는 최고의 가스 검사/안전 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 나갈 것이며, 항상 

고객과 함께 행복한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려플랜트 대표이사   이  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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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개 요

ㆍ회 사 명 : ㈜고려플랜트

ㆍ대 표 자 : 이 인 규

ㆍ본     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42 (답십리동 542-1)

ㆍ검 사 장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도라지길 37 (동항리 592) 

ㆍ연 락 처 : 본 사 TEL 02-2249-8320~2, FAX 02-2249-3884

ㆍ홈페이지 : www.krplant.co.kr

ㆍE-mail : krplt@hanmail.net

ㆍ설립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 국내1호 서울 - 85.11.28 지정)

ㆍ임 직 원 : 30명

ㆍ주요 사업분야 :  ㆍ가스설비/플랜트사업 

    ㆍ특정설비 재검사 

    ㆍ가스부문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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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ㆍ1985. 11. 28 고려플랜트검사㈜ 설립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 최초 지정 (국내 1호-서울)

ㆍ1988. 02. 29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서울 제82-12-128호)

ㆍ1988. 03. 14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 협의 지정 (부산)

ㆍ1988. 03. 15 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자 등록 (서울 제88-13호)

ㆍ1994. 01. 01 안전점검팀 부서 신설

ㆍ1996. 05. 03 특정설비 재검사장 건축준공 (안성, 3,300㎡)

ㆍ1996. 05 ~ 10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 협의 지정 (13개 광역시/도)

 (인천,대전,광주,대구,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ㆍ1996. 06. 18 특정설비 재검사장 이전 (서울 → 안성)

 ㈜고려플랜트 설립, 대표이사 곽 종 일 

ㆍ1996. 11. 02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 지위승계 (고려플랜트검사㈜ → ㈜고려플랜트)

ㆍ1996. 12. 26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승계 (고려플랜트검사㈜ → ㈜고려플랜트)

ㆍ1996. 12. 31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안성 제96-27-7호)

ㆍ1997. 09. 10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 협의 지정 (울산)

ㆍ2005. 06. 21 기계설비공사업 소재지 변경 (서울 → 안성)

ㆍ2012. 01. 01 플랜트사업팀 부서 신설

ㆍ2015. 05 ~ 10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 재지정 (전국 17개 광역시/도)

ㆍ2017. 01. 01 대표이사 이 인 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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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현 황

ㆍ조 직 도

검사1팀 설비팀 기술영업팀

검사2팀

안전점검1팀 플랜트사업팀 관 리 팀

안전점검2팀

안전점검3팀

안전점검4팀

대 표 이 사

안전/검사부문 영업/지원부문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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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ㆍ플랜트사업 인허가/시공/시운전

ㆍ공장심사/수입검사/압력용기/저장탱크 제작 대행

ㆍLPG, LNG, 고압가스 인허가/시공/시운전

ㆍ가스관련 사업소 (특정/일반제조/판매/충전 등) 개발/인허가 대행

ㆍ개성공단 가스관련 인허가/시공/시운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 36조에 의한 특정설비재검사를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감독관청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업무로서 형법 제29조 및 제132조에서는 

공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

ㆍ가스 저장탱크 재검사

ㆍ대형 볼탱크 재검사

ㆍ차량에 고정된 탱크 재검사

ㆍ기화장치 재검사

ㆍ특정설비 부착된 부속품 검사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ㆍ저장탱크/압력용기 지반침하 측정

ㆍ가스충전시설 및 저장시설 (자동차, 용기, 산업용 등) 안전진단

ㆍ일반가스사용시설 (LPG, 산소, 질소, 알곤,  NH3등) 안전진단

ㆍ도시가스시설 (도시가스, 제조플랜트, 정압기 등) 안전진단

ㆍ기타 가스설비 안전진단

가스설비/플랜트사업 분야

특정설비재검사 분야

대형 사업장내 가스부문 안전진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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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실적

2009
발주처 : 현대제철
공사명 : 독일BDG 압력용기 수입공장심사

2011
발주처 : 대성산업
공사명 : 대성산업파주공장LNG/고압가스
 설비공사

2012
발주처 : 현대제철
공사명 : 산소 볼탱크 철거공사

2010
발주처 : GS건설
공사명 : E1인천기지 열량조절설비 프로젝트

2011
발주처 : 유니드
공사명 : 냉동기 설치 인허가/검사

2012
발주처 : GS네오텍
공사명 : LNG액화플랜트 테스트 베드 
 건설공사

2011
발주처 : 현대제철
공사명 : 액산 초저온펌프/컨트롤 판넬
 설치 공사

2012
발주처 : SK건설
공사명 : 경인아라뱃길 6공구 김포터미널
 가스설비 인허가

2013
발주처 : GTC
공사명 : 중부발전소 질소 생산설비 설치공사

플랜트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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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발주처 : 현대제철
공사명 : ASU4호기 산소 온수기화기 
 수리검사

2014
발주처 : 현대제철
공사명 : ASU4공장 수세탑 노후배관 
 교체공사

2014
발주처 : 현대제철
공사명 : 콜드박스 외부계단 설치 공사

2013
발주처 : E1
공사명 : 프로판 SPREDER 정비공사

2014
발주처 : E1
공사명 : 구리LPG충전소 이전공사

2014
발주처 : 현대제철
공사명 : 90톤 LNG배관 공사

2014
발주처 : E1
공사명 : 프로판 드라이어 정비공사

2014
발주처 : 현대제철
공사명 : 콜드박스 내부 인출/충진/족장
 설치 및 진단지원

2015
발주처 : 현대제철
공사명 : 송산 고압가스 배관/밸브 
 교체공사

플랜트사업 분야

주요 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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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발주처 : 현대제철
공사명 : PSA#1,2 산소압축기 
 유체변경 공사

2016
발주처 : 현대제철
공사명 : PVSA5 에어브로워 출구 
 보수 공사

2016
발주처 : 현대제철
공사명 : ASU#3 급배수 배관 공사

2015
발주처 : 현대제철
공사명 : 산소공장 수소설비 공사

2016
발주처 : 현대제철
공사명 : ASU 산소 온수기화기 보수 공사

2016
발주처 : 현대제철
공사명 : 대형압연 소방CO2 용기실 
 개선공사

2015
발주처 : E1
공사명 : COALEACER 정비공사

2016
발주처 : 현대제철
공사명 : ASU#3 수처리실 냉각수 
 배관 공사

2016
발주처 : 한국야쿠르트
공사명 : 암모니아 사용시설 설치공사

플랜트사업 분야

주요 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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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발주처 : E1
공사명 : 부산 정관충전소 설치공사

2010
발주처 : 해월에너지
공사명 : 수원 해월에너지 충전소 
 설치공사

2012
발주처 : 38휴게소
공사명 : 인제 38휴게소 충전소 설치공사

2010
발주처 : 춘천개인 택시 조합
공사명 : 춘천 개인택시조합 충전소 
 설치공사

2011
발주처 : GS칼텍스
공사명 : 서여주 고속도로(상,하) 충전소
  설치공사

2013
발주처 : E1 
공사명 : 서울 도봉충전소 설치공사

2010
발주처 : GS칼텍스
공사명 : 군포 해안로 충전소 설치공사

2012
발주처 : E1 
공사명 : 남원 충전소 벌크로리 충전시설
 설치공사

2013
발주처 : E1
공사명 : 화성 향남충전소 설치공사

설비 분야

주요 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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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발주처 : E1
공사명 : 춘천 고려충전소 설치공사

2015
발주처 : E1
공사명 : 대전충전소 리모델링 공사

2016
발주처 : 한국LPG 배관망 사업단
공사명 : 마을단위 LPG배관망 공사
 (거제시, 여주군)

2014
발주처 : E1
공사명 : 구리 구리충전소 설치공사

2015
발주처 : 신우에너지
공사명 : 프로판 탱크 증설 및 
 벌크이충전장 공사

2016
발주처 : E1
공사명 : 맘모스 충전소 리모델링

2015
발주처 : 한국LPG산업협회
공사명 : 마을단위 LPG배관망 공사
 (거제시, 창원시, 충주시)

2016
발주처 : 동방도시 가스산업
공사명 : 군부대 소형탱크 전환사업

2016
발주처 : 남해LPG충전소
공사명 : 벌크로리 충전시설 설치공사

설비 분야

주요 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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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볼탱크 재검사/수리검사

공사명 : CO2 탱크 재검사

공사명 : LPG 충전시설 재검사

공사명 : 초저온 탱크로리 재검사

공사명 : 염소탱크 재검사

공사명 : 탱크로리 재검사
 (LPG/고압가스/독성가스)

공사명 : 수소입형탱크 재검사

공사명 : LPG 저장시설 재검사

공사명 : 안전밸브/긴급차단밸브 재검사

검사 분야

주요 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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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저장/특정사용시설 점검

기화기 설비 안전점검

배관상태 안전점검

고압가스 안전점검

가스설비 부등침하 안전점검

긴급차단 밸브 안전점검

안전밸브 안전점검

구동설비 안전점검

전기방식 안전점검

안전점검 분야

주요 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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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지정서/기술자격 보유현황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기계설비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주식회사 고려플랜트   |   17

면허/지정서/기술자격 보유현황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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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지정서/기술자격 보유현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주식회사 고려플랜트   |   19

면허/지정서/기술자격 보유현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충청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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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지정서/기술자격 보유현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경상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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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자 격

기술자격자 세부현황 (5년이상 유자격자)

자격 종목 보유수
가스 기술사 1

가스 기사 4

가스산업 기사 5

가스 기능사 8

비파괴검사 기사(침투탐상) 1

비파괴검사 기사(자기탐상) 1

비파괴검사 산업기사(침투탐상) 1

비파괴검사 산업기사(자기탐상) 1

비파괴검사 기능사(방사선) 2

구분 성명 경력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1 임 동 렬 30년
가스 기술사 94142050012B

가스 기사 93205050081L

2 한 석 완 33년 가스 산업기사 83401081281

3 김 태 형 20년 가스 기사 94203110071I

4 한 영 준 16년

가스 기사 00204150107I

가스 산업기사 00205150249C

비파괴검사 기사(침투탐상) 00203150052D

비파괴검사 기사(자기탐상) 00202150085F

비파괴검사 기능사(방사선) 00402150622A

비파괴검사 기능사(누설탐상) 00404150317I

전기용접 기능사 88401150064J

선반 기능사 88405154115V

5 변 홍 춘 20년

가스 기능사 98402020185F

비파괴검사 기능사(침투탐상) 97403021060D

비파괴검사 기능사(자기탐상) 95408021464A

6 조 동 근 16년

기스 기능사 07404020496M

비파괴검사 산업기사(침투탐상) 97202071166M

비파괴검사 산업기사(자기탐상) 09201014232Q

비파괴검사 기능사(자기탐상) 09401020841Q

7 정 용 관 16년

가스 산업기사 07204103380R

가스 기능사 06401070194E

비파괴검사 기능사(방사선) 99402061490K

비파괴검사 기능사(침투탐상) 99407151467V

비파괴검사 기능사(자기탐상) 994071514050M

전기 기능사 15401051297F

8 엄 홍 일 16년
가스 기사 00201120187O

공업배관 기능사 92505040465S

9 최 덕 형 14년
가스 산업기사 94207130956

건설기계 산업기사 95024130598A

10 윤     석 13년 가스 기능사 04405020986D

11 김 수 일 5년

가스 산업기사 14201012104Y

가스 기능사 12405070514A

전기 기능사 11404021394H

12 권 건 택 6년 가스 기능사 10404050482Q

자격 종목 보유수
비파괴검사 기능사(누설탐상) 1

비파괴검사 기능사(침투탐상) 2

비파괴검사 기능사(자기탐상) 4

전기용접 기능사 1

선반 기능사 1

공업배관 기능사 1

건설기계 산업기사 1

전기 기능사 2

합  계 37

면허/지정서/기술자격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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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고려플랜트
서울본사

2호선
신답역

5호선
답십리역

1호선
청량리역

동대문구청

극동APT

한신
휴플러스APT

기업은행/답십리우체국

신답고가차도신답역교차로

군
자
로

서울시립대▶

간다메공원

전농동▶

칠곡저수지

칠곡충전소

산장휴게소

양성뚝배기
3.1운동기념관

45번국도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평택

◀평택 음성▶

송탄IC 서안성IC

오산IC

안
성
분
기
점

경
부
고
속
도
로

천
안
▼

▲
서
울

만세
터널

용인▶

양성면▶

23번국도

고려플랜트
안성검사장

본 사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42 (답십리동 542-1) 신한빌딩 3층
TEL : 02-2249-8320~2   FAX : 02-2249-3884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도라지길 37 (동항리 592)
서울 본사로 연락  TEL : 02-2249-8320~2   FAX : 02-2249-3884검 사 장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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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고
가스시설 시공ㆍ검사ㆍ안전진단 전부문

Total service
LPG Plant & Inspection & Safety Check



본				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42 (답십리동 542-1) 
검사장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도라지길 37 (동항리 592)
TEL. 02-2249-8320~2   FAX. 02-2249-3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