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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

2016~2017년도 정규등록 건설업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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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 소규모 증축, 단순보수) 업체로 구분하여 적용함

2. 신축공사 등록업체는 리모델링공사(대수선, 소규모 증축, 단순보수)에도 참여 가능함

3. 리모델링공사 등록업체 중 실내건축공사업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건축공사업면허가

필요한 공사(대수선, 소규모 증축 외)에 참여할 수 없음

4. 정규등록 건설업체는 기본 자격 기준을 유지할 경우 2016년 2월 공고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등록업체 자격이 유효함

5. 서울대교구에서는 매년 1월 기 등록된 정규등록업체의 건설업면허, 신용등급, 현금

흐름등급, 부도, 행정처분 등의 기본 자격 기준을 확인하여 등록업체 자격 유지여부를

심의함

6. 교구 정규등록 건설업체의 활용

(1) 서울대교구내 본당 및 기관단체의 건설공사 참여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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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내부 그룹웨어에 공지하여 활용

7. 문의 사항 : 관리국 관리과 02)727-2207

8. 등록업체 명단 : 별첨



2016~2017년도 천주교서울대교구 [신축공사] 정규등록 업체

2016년 2월 현재

구

분
업체명 대표자 담당/전화

시공능력평가액

(백만원)
공사업면허

1 현대건설㈜ 정수현
김재홍대리

02-746-3091
12,772,222

토목건축공사업,조경,전기,통신,

소방 외

2 ㈜대우건설 박영식
유상연대리

02-2288-3560
9,670,601

토목건축공사업,조경,전기,통신,

소방 외

3 두산건설㈜ 이병화
박종빈대리

02-510-3736
2,445,674 토목건축공사업,조경

4 ㈜화인종합건설 이필승
한상운부장

02-527-9361
125,650

토목건축공사업,전기,정보통신,

소방 외

5 ㈜건영 주정일
박태규과장

02-6900-5423
267,350 토목건축공사업

6 영진종합건설㈜ 박승현
박태형과장

061-373-7010
36,345 토목건축공사업,조경,전기,소방

7 ㈜평화종합건설 김종구
김경현팀장

02-2258-8821
38,747 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8 ㈜신세계토건 김성주
김대원차장

02-3448-6000
68,545

토목건축공사업,조경,전기,정보

통신,소방

9 ㈜국원토건 전영진
윤희승이사

032-431-6488
61,068 토목건축공사업,조경면허

10 주한산업개발㈜ 강양희
김지용부장

02-572-8500
21,604 토목건축공사업

11 삼양건설산업㈜ 이종성
이승엽이사

070-7122-3940
80,524 토목건축공사업

12 ㈜코렘시스 홍명희
박성진과장

070-7731-5265
46,401 토목건축공사업

13 라마종합건설㈜ 박복래
정인수전무

031-781-5691
28,198 토목건축공사업

14
다산건설

엔지니어링㈜
김성식

강성일부장

02-3453-4963
17,344 건축공사업

15 ㈜한스원건설 한기원
이선혜사원

02-485-6053
11,032 건축공사업

16 모은건설㈜ 김성수
박영옥차장

02-553-6665
10,286 건축공사업

17 아시아인서울㈜ 윤영면
김영송상무

1577-0638
8,675 건축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



2016~2017년도 천주교서울대교구 [리모델링공사] 정규등록 업체

2016년 6월 현재

구

분
업체명 대표자 담당/전화

시공능력평가액

(백만원)
공사업면허

1 ㈜국보디자인 황창연
최승관대리

02-6220-1816
210,208 실내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2 ㈜한스아이디 한기원
김지혜사원

02-485-6053
39,146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3 ㈜이에이디자인 이동율
김환수이사

02-533-1830
39,983 실내건축공사업

4 교보리얼코㈜ 진영채
김문현과장

02-2210-2092
14,359 실내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5 ㈜디자인비투인 김철만
임중기부장

02-577-3636
11,824 실내건축공사업

6 ㈜다우건축 권영욱
최미진주임

02-547-9858
14,217 실내건축공사업

7 ㈜넥스트디씨 조찬규
조아현사원

02-424-1101
9,223 실내건축공사업

8
㈜테트라

디자인그룹
김종관

안선애과장

02-565-2546
4,918 실내건축공사업

9
㈜이상

디자인그룹
김덕영

김덕영대표

02-6929-4654
1,857 실내건축공사업

10 ㈜윤오디자인 이민상
이윤정실장

02-595-9808
1,580 실내건축공사업

11 ㈜중앙디자인 임수빈
김지혜사원

02-324-8338
2,383 실내건축공사업

12 ㈜한미인테리어 김희재
유정희차장

02-512-1611
9,735 실내건축공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