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건설업 지도점검(자본금 실태조사 결과)

○ 점검기간 : 2014. 12. 22. ~ 2015. 03. 31.○ 점검기간 : 2014. 12. 22. ~ 2015. 03. 31.○ 점검기간 : 2014. 12. 22. ~ 2015. 03. 31.

○ 점검대상 : 우리군 소재 자본금 미달의심업체(50개업체 / 92개업종)○ 점검대상 : 우리군 소재 자본금 미달의심업체(50개업체 / 92개업종)○ 점검대상 : 우리군 소재 자본금 미달의심업체(50개업체 / 92개업종) 
○ 점검근거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7456(2014.12.17.)호○ 점검근거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7456(2014.12.17.)호○ 점검근거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7456(2014.12.17.)호 
○ 점검업체○ 점검업체○ 점검업체

No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새주소) 전화번호

3 (주)강원기계건설 신승림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7길 34 043-422-5749

6 (주)계림건설 원종숙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2로 21 043-422-7004

8 (주)광연기업 황광명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91-1 동아광고 043-423-2222

12 (주)다해건설 정복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3길 18 대신정기화물 043-422-9088

19 (주)삼조건설 고명순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로 92 043-422-1688

21 (주)상원건설기술단 홍성근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4로 82 043-423-1227

31 (주)수림건설조경 표수일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로 32 043-422-3030

41 (주)은창건설 이점순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로 11 043-423-0323

42 (주)이레건설 송인종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6길 19 043-423-5771

43 (주)정도개발 임춘덕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63 043-421-3110

47 (주)지엠데크 임정화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길 30 043-422-0088

49 (주)태성개발 김수기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22길 6-1 043-421-3301

50 (주)태영건설 최영복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4로 98 043-421-7708

54 (주)한손건설 신윤범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로 8 범호타운 201 043-421-6100

56 (주)형제건설중기 허재춘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강변로 593 (주)형제건설중기 043-423-3250

60 (합)일광건설 정병현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1로 23 043-421-0028

61 (합)진성건설 변영근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1로 24 043-422-9677

72 다성건설(주) 김은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적성로 45 043-421-2822

82 대영기업(주) 이화순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4길 12-1 043-422-3093

84 대유건설(주) 진성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쌀미길 235-30 043-422-3096

92 명보건설(주) 김상민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17길 4 043-423-0446

95 보광건설(주) 주종희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6길 9 043-421-0529

97 부광건설중기(주) 이성호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32길 4 043-423-6651

98 산골조경(주) 원경상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2길 39 043-423-2777

103 새단양건설(주) 오지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단양로 940 043-423-5582

104 석원기업(주) 차석태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7길 10 043-421-9700

105 선명건설(주) 권오길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7길 4 부강상가220호 043-423-0281

109 성훈산업(주) 한상훈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229 043-421-7025

110 세기건설(주) 최현서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길 8 043-423-1618

113 승원건설(주) 김진수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3길 48-1 043-421-5911

116 승일건설(주) 심용보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2로 17 두진아파트 상가동 303호 043-421-7300

118 아이엠건설(주) 강윤정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로 8 ，201호 043-422-0466

119 양백조경건설(주) 이춘섭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7길 4 부강A 지하층 102호 043-423-8881

123 영춘건설(주) 김영석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온달평강3로 28-14 043-423-7344

125 우창건설(주) 이윤행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87 043-421-3346

132 이지건설(주) 이유현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로 92 043-423-8080

133 정진건설(주) 정진동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7길 4 부강 상가 213호 043-423-5455

134 정화건설(합) 허심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로 132 043-422-7015

145 태광개발(주) 유명순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63 043-421-3110

152 하늘건설(주) 홍성열 충북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1936 043-421-2555

153 한일건설(주) 백복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7길 4, 부강아파트 상가 104호 043-421-7110

158 현진환경(주) 허성재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3로 16 033-592-1187

159 화신건설(주) 오택규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4로 124 한라아파트 상가동 205호 043-421-1435

      



기준기준기준 충족충족충족 미달미달미달 비    고비    고비    고

자본금 기준자본금 기준자본금 기준
494949

(89업종)(89업종)(89업종)

111

(2업종)(2업종)(2업종)
◇영업정지 : 1개업체◇영업정지 : 1개업체◇영업정지 : 1개업체

○ 지도점검 결과                                    ○ 지도점검 결과                                    ○ 지도점검 결과                                    

 ○ 행정처분현황 ○ 행정처분현황 ○ 행정처분현황

계
행정처분현황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기타

5 2 1 0 0 2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