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021년도

 정 규 등 록  건 설 업 체

2020. 2. 19.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2020~2021년도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정규등록 건설업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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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보수, 대수선, 소규모 증축) 업체로 구분하여 적용함

2. 신축공사 등록업체는 경우에 따라 리모델링공사에도 참여 할 수 있음

3. 리모델링공사 등록업체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보유 업체는 건축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 없는 리모델링공사(단순보수)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단,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건축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 업체는 대수선, 증축, 단순 

보수 공사 모두에 참여할 수 있음

4. 정규등록 건설업체는 기본 자격 기준을 유지할 경우 2020년 2월 공고일부터 2022년 

초 갱신 공고일까지(2년) 등록업체 자격이 유지됨

5.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는 정규등록업체의 기본 자격 유지 여부의 확인과 

공사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단이사장의 승인을 통하여 정규등록 

업체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음

6. 정규등록 건설업체의 활용

 (1) 재단 소속 본당 및 기관․단체의 건설공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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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천주교서울대교구 웹사이트(http://aos.catholic.or.kr/ 예정), 천주교서울대교구    

 그룹웨어에 공지

7. 문의 사항 : 관리국 자산관리팀 02)727-2207

8. 등록업체 명단 : 별첨

http://www.catholic.or.kr
http://aos.catholic.or.kr/


2020~2021년도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신축공사] 정규등록 업체

2020년 2월 19일

구분 업체명 대표자 담당/전화
시공능력평가액

(백만원)
공사업면허

1 현대건설㈜ 박동욱
김재홍과장

(02-746-3091)
11,727,234

토목건축,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2 ㈜웰크론한텍
이영규, 
이영식
이기창

우정현부장
(070-7330-6992)

123,457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3 ㈜이안알앤씨
김종규
허용

유원식부장
(02-3482-5785)

113,268 건축, 실내건축

4 동인종합건설㈜ 백종서
박일수상무

(02-844-0599)
99,301

토목건축,전기,소방,
실내건축

5 ㈜코렘시스 홍명희
박성진차장

(02-542-8669)
61,543 토목건축, 소방

6 다산건설엔지니어링㈜ 김성식
강성일부장

(02-3453-4963)
46,025 건축

7 ㈜엔에이치테크 최병성
김규환팀장

(02-3015-3511)
18,592 건축, 실내건축

8 ㈜다움종합건설 이근형
황경진차장

(031-915-7006)
17,570 건축, 토목

9 와이지건설산업㈜ 김용기
강은주이사

(031-410-6307)
20,755 건축

10 코아즈건설㈜ 정진교
윤영위부장

(02-6737-0001)
20,333 건축

11 홍성종합건설㈜
이한홍
주병철

신경숙과장
(02-470-3511)

10,330
건축

시설물유지관리

12 ㈜씨스페이스건설 정태웅
권호경이사

(02-453-9735)
14,044 건축

13 ㈜케이씨피엠 신길수
임승철상무

(02-3444-3968)
5,780 건축, 실내건축

14 ㈜영우지음 이일북
장유정대리

(02-2653-5200)
6,626 건축

15 ㈜한스원건설 한기원
이선혜대리

(02-485-0227)
5,247 건축

16 삼양건설산업㈜ 이종성
신한진부장

(02-579-1155)
88,775 토목건축, 전기, 소방

[참 고]

1. 신축, 증축 등의 공사계약시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 외 전기, 통신,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전기, 통신, 소방공사 금액을 포함하여 일괄로 계약할 수 없음

2. 전기, 통신,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신축, 증축 등의 공사를 계약할 경우 해당 면허 보유 

업체와 공동도급계약 또는 분리발주를 통해 해당 면허보유 업체와 개별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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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공사] 정규등록 업체

2020년 2월 19일

구분 업체명 대표자 담당/전화
시공능력평가액

(백만원)
공사업면허

1 ㈜은민에스엔디 이승성
김희연주임

(02-6930-2343)
165,746

실내건축업
건축공사업

2 ㈜한스아이디 한기원
정완성부장

(02-485-6053)
55,880

실내건축업
시설물유지관리업

3 두양건축㈜ 박해수
박종규상무

(02-3452-1222)
138,527

실내건축업
건축공사업

4 ㈜엄지하우스 정재호
남정훈수석

(02-550-7819)
100,223

실내건축업
건축공사업

5 ㈜한얼알앤디 김용성
김찬영전무

(02-578-4481)
47,726

실내건축업
건축공사업

6 ㈜대경엠엔씨 옥승윤
김동재이사

(02-3478-7588)
16,814 실내건축업

7 ㈜명성인토피아
안재동
안재석

성기수상무
(02-511-8500)

37,088
실내건축업
건축공사업

8 ㈜젬백스지오
박군희
최영석

곽문창차장
(02-3443-1911)

25,827
실내건축업
건축공사업

9 ㈜인디자인 고영일
조인행전무

(02-549-1345)
42,724 실내건축업

10 ㈜이오에스엔디 오재호
왕한태이사

(02-453-2504)
18,687 실내건축업

11 ㈜고미건축디자인 장행수
안현주상무

(02-3430-0700)
13,866 실내건축업

12 ㈜월드원디자인 박희영
김복조과장

(02-6235-8883)
7,833 실내건축업

13 ㈜신성건축디자인 박정희
이미옥상무

(02-541-2206)
8,424

실내건축업
산업디자인

14 ㈜한미인테리어 김희재
유정희차장

(02-512-1611)
9,790 실내건축업

15 ㈜디자인이십일 김덕흥
황진희차장

(02-538-7761)
12,148 실내건축업

16 ㈜중앙디자인 임수빈
최의종전무

(02-324-8338)
10,409 실내건축업

17 ㈜다담에스디 나중석
김종열이사

(02-517-7313)
9,565 실내건축업

18 ㈜디자인마루 김성주
심윤희차장

(02-3453-2280)
8,085 실내건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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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체명 대표자 담당/전화
시공능력평가액

(백만원)
공사업면허

19 ㈜청림 장명덕
송현미부장

(031-216-7676)
5,036

실내건축업
금속창호온실

20 에스유디자인㈜ 김길호
신효인팀장

(02-414-0622)
5,458

실내건축업
시설물유지관리업

21 ㈜스탭디자인 김성환
김도정이사

(02-3488-1460)
4,294 실내건축업

22
㈜테트라디자인

그룹
김종관

황래익팀장
(02-565-2546)

1,696 실내건축업

23 라니마디자인㈜ 박상희
김진선차장

(02-3462-5690)
1,616 실내건축업

24 ㈜이유디자인 박종근
박범진실장

(02-469-0803)
3,495

실내건축업
시설물유지관리업

25 ㈜노베디자인 정순구
김지선대리

(02-546-0479)
3,331 실내건축업

26
㈜디엔엘인테리어

디자인
민병화

방현정대리
(02-2058-2627)

2,948 실내건축업

27 엔에스건설산업㈜ 박종원
박종원대표

(031-544-0831)
6,276 건축공사업

[참 고] 

1. 리모델링공사 등록업체 중 대수선, 증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