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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18~2019년도 정규등록 건설업체 안내

1. 정규등록 건설업체는 신축공사(신축, 증축, 대수선, 대규모 리모델링) 업체와 

  리모델링공사(단순보수) 업체로 구분하여 적용함

2. 신축공사 등록업체는 리모델링공사(단순보수)에도 참여 가능함

3. 리모델링공사 등록업체 중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건축인허가에 따라 건축공사업면허가 필요한 공사(신축, 증축, 대수선)에 참여할 수 없음

  단, 리모델링업체 중 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을 경우 증축, 대수선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음

4. 정규등록 건설업체는 기본 자격 기준을 유지할 경우 2018년 1월 공고일부터 2020년 

  1월 변경 공고일까지(2년) 등록업체 자격이 유효함

5. 서울대교구에서는 매년 기 등록된 정규등록업체의 기본 자격(건설업면허, 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부도, 행정처분 등)을 확인하여 등록업체 자격 유지여부를 확인 예정임

6. 교구 정규등록 건설업체의 활용

 (1) 서울대교구내 본당 및 기관단체의 건설공사 참여

 (2) 굿뉴스 웹싸이트(http://www.catholic.or.kr 하단 교구/교구정규등록건설업체 참조) 

    및 교구내부 그룹웨어에 공지하여 활용

7. 문의 사항 : 관리국 관리과 02)727-2207

8. 등록업체 명단 : 별첨

http://www.catholic.or.kr


2018~2019년도 (재)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신축공사] 정규등록 업체

2018년 1월 25일 현재

구
분

업체명 대표자 담당/전화
시공능력평가액
(백만원)

공사업면허

1 ㈜대우건설 송문선
주재형 과장
02-2288-3673

8,301,250 

*면허:토목건축,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명동성당1단계공사 시공업체
*2017년도 시공능력순위 3위

2 현대건설㈜ 정수현
김재홍  과장
02-746-3091

13,710,651 

*면허:토목건축, 시설물유지관리,
      전기, 통신, 소방 등
*은평성모, 강남성모 시공업체
*2017년도 시공능력순위 2위

3 우암건설㈜ 장선우
이상록  이사
02-3700-6260

87,155 
*면허:토목건축, 창호공사업
      전기

4 ㈜건영 김종은
박용완  차장
02-6900-5422

222,668 
*면허:토목건축,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5 ㈜평화종합건설 김성수
권회창  팀장
02-2258-8812

35,168 
*면허:건축
*가회동, 목4동 성당 시공업체

6 ㈜대창건설 기호성
최영식  대리
070-4214-6953

84,926 *면허:토목건축,전기,문화재수리

7
다산건설

엔지니어링㈜
김성식

강성일  이사
02-3453-4963

36,567 
*면허: 건축
*농아선교회성당 시공업체

8 ㈜코렘시스 홍명희
박성진  과장
070-7731-5265

58,681 
*면허: 토목건축, 소방
*중계동성당, 은평뉴타운피정센터, 
 방이동성당 시공업체

9 라마종합건설㈜ 박복래
박노혁 이사
031-781-5691

25,964 
*면허: 토목건축
*화양동성당 시공업체

10 삼양건설산업㈜ 이종성
신한진  부장
02-579-1155

80,566 
*면허:토목건축
      전기, 소방

11 ㈜신세계토건 김성주
문성원  차장
070-7720-3483

68,857 
*면허:토목건축,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월계동 국제선교신학원 시공업체

[참 고]

1. 신축공사 등록업체는 리모델링 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음

2. 신축, 증축 등의 공사계약시 해당 업체가 전기, 통신,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을 경우 관련 공사업 

  법에 따라 전기, 통신, 소방공사 금액을 포함하여 일괄로 계약할 수 없음

3. 전기, 통신,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신축, 증축 등의 공사를 계약할 경우 해당 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형태로 계약을 하거나,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를 해당 면허가 

  있는 업체에 분리발주하여 별도 개별계약을 체결해야 함



2018~2019년도 (재)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

[리모델링공사] 정규등록 업체

2018년 1월 25일 현재

구
분

업체명 대표자 담당/전화
시공능력평가액
(백만원)

공사업면허

1 ㈜다원디자인 조서윤
노명섭 부사장
02-3468-5929

183,447 
*면허:실내건축
*시공순위국내2위

2 ㈜삼원에스앤디 오 철
강초은  주임
02-3475-3373

131,149 
*면허:실내건축
*시공순위국내3위

3 두양건축㈜ 박해수
박종규  상무
02-3452-1222

99,652 
*면허:실내건축
*시공순위국내6위

4 ㈜한스아이디 한기원
김지혜  대리
02-485-6053

43,804 
*면허:실내건축/시설물유지관리
*시공순위국내29위

5 ㈜이오에스앤디 오재호
왕한태  이사
02-453-2504

18,257 *면허:실내건축

6 ㈜다우건축 권영욱
최미진  주임
02-547-9858

24,437 *면허:실내건축

7 ㈜디자인솔티스 김규철
서기연  이사
02-3442-4116

18,485 *면허:실내건축

8 ㈜명성인토피아 안재석
성기수  이사
02-511-8500

28,292 
*면허:실내건축
*시공순위국내52위

9 ㈜옥당산업 김은영
박란아 과장
02-2672-0914

19,885 
*면허:시설물유지관리
      비계구조물해체
*서울대교구 철거공사 실적

10 ㈜고미건축디자인 장행수
신길호  부장
02-3430-0700

9,207 
*면허:실내건축
*철산,인계동성당 실적

11 ㈜아이지엠아이디 김종호
이성복  이사
02-2087-6906

23,545 
*면허:실내건축
*가톨릭회관 공사 실적

12 한길특수건설㈜ 안효석
이수영  차장
02-998-1077

5,888 
*면허:시설유지관리
명동1단계공사 구조보강하도급업체

13 ㈜한미인테리어 김희재
유정희  차장
02-512-1611

9,959 
*면허:실내건축
*서원동성당 실적

14 에스유디자인㈜ 김길호
최은미  과장
02-414-0622

7,313 *면허:실내건축/시설물유지관리

15
㈜테트라디자인

그룹
김종관

김미경  과장
02-565-2546

4,144 
*면허:실내건축
*천호동,둔촌동,흑석동성당 실적

16 ㈜중앙디자인 임수빈
김지혜  대리
02-324-8339

5,627 
*면허:실내건축
*양재동성당 실적

17 ㈜디자인마루 김성주
심윤희  차장
02-3453-2280

7,316 *면허:실내건축

[참 고] 리모델링공사 등록업체 중 건축공사업면허가 없을 경우 건축인허가 수반되는 신축, 증축, 

        대수선 공사에 참여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