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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하라!

- 前 LH사장 변창흠은 국토부 장관직 수행 즉각 중단해야

- LH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수의계약은 모두 변창흠 사장시절 체결돼

- LH발주 건설사업관리 경쟁입찰 중 건수 39.7%, 계약금액 48.0%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분석결과 요약]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함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설계사 OB영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전관을 영입했고, 각 

업체들은 담당을 두어 LH뿐만 아니라 타 공기업 전관들까지도 관리하고 있었다.

  ※ 시사저널, “LH 퇴직자 영입 ‘전관 회사’, 1조원대 LH 용역 '싹쓸이”, 2021. 3. 26.

LH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먼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총 536건(9,484억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LH전관 영입 

업체 47곳은, 297개(전체의 55.4%) 사업의 6,582억원(전체의 69.4%)을 수주했다. 년도 별로 살펴

보면, 설계용역의 수의계약 규모는 2015년 633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1,54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2019년∼2020년도의 LH전관 영입업체

가 수주한 사업건수 및 사업금액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2019년도는 전체 계약금액 2,89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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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중 2,109원(72.9%)을 LH전관 업체가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수의계약 사업은 모두 변창흠 사장시절 계약체결 되었다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는 모두 LH전관 영입업체였다. 상위 10개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는 121

건(전체 536건의 23%), 계약금액은 3,596억원(전체 9,484억원의 38%)이다. 그리고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했고,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

하면 단 1개 사업을 뺀 9개 사업 모두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것이다. 이처럼 수십억이 

넘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이 모두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재직시절에 체결되었다는 점이다.

LH발주 건설사업관리 경쟁입찰 중 건수 39.7%, 계약금액 48.0%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다음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관련이다. LH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경쟁입찰로 발주한 건

설사업관리용역(감리)은 총 290개 사업 8,035억원 가량이며, 수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 중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115개(전체의 39.7%) 사업의 3,853억원(전체의 48.0%) 이다.

특이한 현상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임했던 2019년과 2020년도의 LH전관 영입

업체 수주 건수 및 금액이 월등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경실련 주장]

하나, 땅장사 집장사뿐만 아니라, 퇴직이후에도 수주 로비스트를 양성하는 LH공사는 해체되

어야 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

둘, LH의 수의계약 남발과 경쟁입찰에서의 LH전관 영입업체 수주 과점은 부패의 한 단면일 

뿐이다. LH사장 시절 LH전관 영입업체들에 대한 수주독식을 방조한 변창흠 장관은 장

관식 수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 LH 임직원에 대한 재취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간관리직 이상의 LH전관 재취업현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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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15~’20) LH공사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수주 현황 분석

1. 분석 배경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함께 2015. 1. 1.부터 2020. 11. 30.까지 최근 6년동안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했다. 시사저널이 업계 내부고발자를 통해 받은 주요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사 (LH

등) OB영입 현황’을 바탕으로 LH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내용을 분석·정리했다. 동 OB영

입 현황 ’자료에는 LH전관을 영입한 47개 건축사사무소의 기본 정보가 기재돼 있었는데,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LH출신 인사의 ▲이름 ▲출신 대학교 ▲최종 직책 ▲퇴직 연도 등이 나온다.

경실련과 시사저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의 ▲수주건수 ▲수

주금액을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가 발주하여 계약체결한 설계용역(수

의계약) 및 건설사업관리(경쟁입찰) 사업이다.1)

2. 분석 결과① - 설계용역(수의계약)

가. 설계용역 수의계약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LH전관 영입업체 차지

‘설계사 OB영입 현황’에 따르면 47개 건축사사무소 및 엔지니어링업체가 90여 명의 LH전관을 

영입했다. 국내 주요 건축사사무소 대부분은 LH전관이 포진돼 있었다. LH가 2015년부터 2020년

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축설계용역은 총 536개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9,484억원 이다. 이중 

LH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가져간 사업은 총 297개 사업의 6,582억원 이다. 계약 건

수로는 55.4%, 계약금액으로는 69.4%를 LH전관 영입 업체가 차지했다.

1) 전체 발주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사업이 컨소시업(공동이행)으로 진행되었는데, 만약 컨소시업에 

참여한 업체까지로 조상대상을 넓히면, LH전관 영입업체의 수주 건수 및 수주 금액은 훨씬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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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수의계약 건수는 2015년 62건으로 시작해 변창흠 사장이 재직할 당시인 2019년도에 133건

으로 가장 많았고, 2020년에도 98건으로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이중 LH전관 영입업체가 

따낸 사업은 2015년 35건(56.5%)부터 2020년 52건(53.1%)으로 매해 50% 이상을 LH전관 영입업

체가 챙겨갔다. 특히 2019년은 LH전관 영입업체가 가장 많은 사업을 수의계약 받았는데, 133건

의 수의계약 사업 중 74개(55.6%) 사업을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했다.

[표 1]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수주 건수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전체 62 69 86 88 133 98 536

LH전관 업체 35 40 47 49 74 52 297

비율 56.5% 58.0% 54.7% 55.7% 55.6% 53.1% 55.4%

LH전관 영입업체가 따낸 사업금액은, 6년간 전체 수의계약금액 9,484억원의 69.4%에 해당하는 

6,582억원 이다. 수의계약 건수보다 금액 비율은 더 높았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5년 633억

원으로 시작해 2020년 1,54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변창흠 사장의 재임기간인 2019년,

2020년도에 전관영입 업체가 수주한 사업건수 및 사업금액이 모두 증가했다. 2019년의 경우는 

계약금액 2,895억원 중 2,109원(72.9%)을 LH전관 업체가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표 2]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금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전체 915 906 1,130 1,386 2,895 2,252 9,484

LH전관 업체 633 609 734 951 2,109 1,545 6,582

비율 69.2% 67.2% 65.0% 68.6% 72.9% 68.6% 69.4%

나. 설계용역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 모두 LH전관 영입업체 포진

LH전관 영입업체의 상위 10개사 계약현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으며, 특이하게도 10개 업체는 

모두 LH전관 영입업체였다. 수주현황을 보면, 상위 10개 업체가 수의계약한 건수는 121건(전체 

536건의 23%), 계약금액은 3,596억원(전체 9,484억원의 38%)이다. 국내 건축설계업체는 대략 1만 

1,000개 정도인데, 그중 0.1% 업체가 수주건수는 전체의 1/4을, 계약금액은 2/5를 챙겨간 것이

다. LH전관 영입업체 상위 10개사의 수의계약 수주건수도 문제지만, 수의계약 금액이 40% 정도

로 집중된 것은 더욱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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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 (금액단위 : 억원)

순 위 업체명 계약건수 계약금액 LH전관 영입

1 OO그룹건축 15 561 ○

2 OO종합건축 13 506 ○

3 OO그룹건축 15 431 ○

4 OO엔지니어링 12 386 ○

5 OO엔지니어링 13 313 ○

6 OO종합건축 13 309 ○

7 OO건축 7 286 ○

8 OO건축 13 276 ○

9 OO건축 13 264 ○

10 OO디자인건축 7 264 ○

계 121 3,596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이 가장 많은 OO그룹건축의 경우 2016년∼2018년에 수의계약 금액은 5개 

사업의 151억원 수준이었지만, 변창흠 사장이 재직했던 2019년 및 2020년에 수의계약 건수와 금

액은 10건 및 41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참고로 OO그룹건축은 LH처장과 LH이사 출신이 각

각 사장과 부회장으로 영입됐다.

LH전관을 가장 많이 영입(8명)한 OO건축사무소의 경우 2015년, 2016년 수의계약 수주건수는 2

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2020년 5건을 잇따라 수주해 총 7개 사업, 286억원 가량의 사업

을 수의계약으로 차지했다.

다.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LH전관 영입업체 차지

특히 상위 10개 사업 모두 변창흠 장관 재직기간에 수의계약 체결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수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적용되며, 특혜시비로 인하여 제한적으

로 이루어진다. 수의계약의 남발은 타 업체에 대해서는 상대적 기회박탈이 되므로, 한층 높은 

투명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므로, 수의계약 현황은 상시 공개토록 규정되어져 있다.

이에 LH가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업 중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LH전관 엽입업체가 수주했다.2) 개별 사업

금액이 가장 큰 사업은 계약금액이 87.3억원인 「경산대임 A-5,6,7BL 공동주택 설계용역」으로,

2) LH전관 엽입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개별 사업까지 포함하면, 10개 사업 중 9개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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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관을 8명 영입한 OO건축사무소가 수주했다. 같은 OO건축사무소는 개별 사업금액 10위인 

「군포대야미 B-1BL 공동주택 설계용역」을 수주했다(62.2억원). 이외에도 LH전관을 4명 영입한 

OO종합건축의 경우 계약금액 75.2억원짜리 「경산대임  A-8,9, B-1BL 공동주택」과 계약금액 

70.0억원 규모의 「평택고덕 A-54BL 공동주택」을 수주했다.

[표 4]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15∼’20)

순위 사업명 수주 업체명 계약금액(억원) LH전관 영입 계약년도

1 경산대임 A-5,6,7BL 공동주택 OO건축 87.3 ○ 2020년

2 경산대임  A-8,9, B-1BL 공동주택 OOOO건축 75.2 공동참여 “

3 대전대동2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OO종합건축 74.6 ○ 2019년

4 구리갈매역세권 A-1BL 공동주택 OOO디자인건축 70.4 ○ “

5 평택고덕 A-54BL 공동주택 OO종합건축 70.0 ○ “

6 성남복정1 C1,C2,C3,C4,C5BL 공동주택 OO엔지니어링 69.4 ○ “

7 양주회천 A-18BL 공동주택 OO그룹건축 69.2 ○ “

8 고양장항 A4BL 공동주택 OO디자인그룹 65.3 공동참여 “

9 과천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및 시범단지 OOOOO건축 62.4 - 2020년

10 군포대야미 B-1BL 공동주택 OO건축 62.2 ○ 2019년

계 706.0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개별 사업금액이 과다하게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상위 10개 사업

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이 공교롭게도 모두 변창흠 사장 시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3. 분석 결과② - 건설사업관리용역(경쟁입찰)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수 39.7%, 계약금액 48.0%를 LH전관 영입업체 차지

LH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경쟁입찰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은 290개 사업의 8,035

억원 이다. 이중 LH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사업현황을 보면, 수주건수는 115건으로 전체

의 39.7%, 수주금액은 3,853억원으로 전체의 48.0%를 차지했다.

먼저 LH의 사업관리용역 발주 건수를 보면, 2015년∼2018년도는 33건 내지 49건 이었으나, 2019

년 55건, 2020년 75건으로 늘어났다. 그 중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2018년도의 5건

(14.3%)을 제외하고는 전체 발주규모의 1/3을 훌쩍 넘었으며 2019년과 2020년은 24건(43.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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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49.3%)로 예년과 대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표 5]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현황 _ 건수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전체 43 33 49 35 55 75 290

LH전관 업체 15 12 22 5 24 37 115

비율 34.9% 36.4% 44.9% 14.3% 43.6% 49.3% 39.7%

LH전관 영입업체가 6년간 따낸 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은 전체의 48.0%인 3,853억원 이다. 건수

보다 금액 수주비율이 약 10%가량 높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5년 313억원(43.5%)으로 시작

해 2020년 1,776억원(57.7%)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이하게도 설계용역과 마찬가지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 및 2020년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건

수 및 사업금액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 특히나 2020년도의 LH전관 영입업체 수주금액은 전체 

발주금액 3,080억원 중 1,776억원(57.7%)으로서 금액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6]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현황 _ 금액(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전체 금액 720 615 1,203 706 1,711 3,080 8,035

LH전관 금액 313 258 615 159 732 1,776 3,853

비율 43.5% 41.9% 51.2% 22.5% 42.8% 57.7% 48.0%

나. 건설업관리용역 수주 상위 10개 업체 중 5곳 LH전관 영입업체 포진

사업관리용역 수주금액 상위 10개 업체의 수주건수는 128건(전체 290건의 44.1%), 계약금액은 

5,226억원(전체 8,035억원의 65.0%) 이다. 사업관리용역은 경쟁입찰로 발주됨에도 불구하고 상위 

10개 업체의 수주 독과점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3)

상위 10개 업체 현황을 비교하면, LH전관을 영입한 건축사사무소 5곳의 사업관리용역 수주 건

수는 82건(전체 290건의 28.3%), 계약금액은 3,096억원(전체 8,035억원의 38.5%) 이다. 즉 LH전관 

영입업체 5곳의 수주실적은 10개 업체 중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3) 개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하면, LH전관을 영입하게 되면 그들로 인하여 PQ(사

전자격심사제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으므로 수주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때문에 경쟁입

찰방식으로 발주되어도 LH전관을 영입한 업체의 수주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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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수 및 계약금액이 가장 많은 OO종합건축의 경우 2015년∼2018년 4년간 사업관리용역 수

주 건수는 11개 사업 258억원 수준이었지만, 변창흠 장관이 재직했던 2019년∼2020년의 수주건

수는 14건, 수주금액은 66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OO종합건축은 LH단장, LH처장 출신을 부

회장으로 영입했다.

[표 7]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상위 10개 업체(‘15∼’20)

순위 업체명 계약건수 계약금액(억원) LH전관 영입

1 OO종합건축 25 927 ○

2 OOO엔지니어링건축 19 807 ○

3 OOOO건축 17 820

4 OO엔지니어링 16 585 ○

5 건축사무소OO엔지니어링 9 460

6 OO건축 12 361 ○

7 OO종합건축 10 315 ○

8 OOOOOOOO건축 7 313

9 OO종합건축 5 270

10 OOOO건축 8 268

계 128 5,226

다.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5개 사업을 LH전관 영입업체 차지

사업관리용역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5개다.

계약금액이 94.9억원으로 290개 사업 중 네 번째로 큰 사업인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RH10-1BL

및 RH10-2BL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경우, LH전

관 5명 영입한 OOO엔지니어링건축이 수주했다. OOO엔지니어링건축은 사업금액 80.3억원인 

「김포양곡E-1BL, 김포마송B-3BL, 김포마송B-7BL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

설사업관리용역」사업 또한 수주했다. 이외에도 LH전관 3명을 영입한 OO종합건축는 계약금액 

77.4억원의 「아산탕정 2-A2BL 아파트 건설공사 8공구(1,062호)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 용역」사업을 2019년 12월 수주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경쟁입찰로 발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H전관을 영입한 

업체의 수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입찰평가점수를 높게 받아 수주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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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LH 감리용역 사업 금액 상위 10개 사업(‘15-’20년)

순위 사업명 수주 업체명 계약금액(억원) LH전관 영입

1 아산탕정 2-A14BL 9공구 및 2-A15BL 8공구 OO종합건축 102.3

2 수원고등 A-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OOOO건축 102.1

3 양주회천 A-17BL 1공구 및 A-14BL 2공구 아파트 OO건축 96.3 ○

4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RH10-1BL 및 RH10-2BL OOO엔지니어링건축 94.9 ○

5 화성남양뉴타운 B9BL 6공구 및 B10BL 7공구 OO엔지니어링건축 93.2 ○

6 고양장항 A-4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OO엔지니어링 90.8

7 김포양곡E-1BL, 김포마송B-3BL, 김포마송B-7BL OOO엔지니어링건축 80.3 ○

8 아산탕정 2-A2BL 아파트 건설공사 8공구 OO종합건축 77.4 ○

9 인천검단 AA34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OOOO건축 76.5

10 익산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OOO건축 76.3

계 890.1

* 별첨1. 최근 6년간 LH전관 영입업체 설계용역 수의계약 현황

별첨2. 최근 6년간 LH전관 영입업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수주 현황             <끝>

2021년 03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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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계약 건수 계약 금액(원)

주식회사OOO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5 56,131,554,000

주식회사OO종합건축사사무소 13 50,600,565,000

주식회사OOOO그룹건축사사무소 17 45,327,252,000

주식회사OO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2 38,626,622,000

주식회사OO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3 31,281,807,326

(주)OO종합건축사사무소 13 30,863,039,000

(주)OO건축사사무소 7 28,573,281,000

(주)OOOO건축사사무소 13 27,563,527,000

주식회사OO건축사사무소 13 26,447,013,000

OOOO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식회사 7 26,418,997,000

(주)OO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0 23,147,293,000

(주)그룹OOO건축사사무소 10 21,793,233,000

(주)OO종합건축사사무소 12 21,470,167,000

주식회사OOO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8 20,081,812,000

(주)OOO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0 17,592,190,000

주식회사OOOO건축사사무소 6 16,538,024,000

(주)OO종합건축사사무소 9 14,252,531,000

(주)건축사사무소OO 8 12,623,456,000

주식회사OO종합건축사사무소 5 11,694,307,000

주식회사OOOO건축사사무소 5 10,182,742,000

(주)OOO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 9,992,000,000

주식회사종합건축사사무소OO건축 5 9,343,539,000

(주)건축사사무소OO 8 9,199,000,000

주식회사OOOO건축사사무소 8 8,914,132,000

주식회사OOO건축사사무소 5 8,742,223,000

주식회사OO건축사사무소 5 8,243,341,000

주식회사OOOOO건축사사무소 8 7,322,090,000

(주)종합건축사사무소OO 3 6,716,533,000

주식회사건축사사무OO 6 6,298,123,000

주식회사OOOOOOO종합건축사사무소 2 5,484,577,000

주식회사OO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 5,413,000,000

OO건축사사무소 7 4,812,117,000

주식회사OO건축사사무소 2 4,763,680,000

[별첨1] 최근 6년간 LH전관 영입업체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수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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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계약 건수 계약 금액(원)

주식회사OOO건축사사무소 2 4,409,006,000

(주)OOOO건축사사무소 2 4,285,500,000

주식회사OOOO건축사사무소 3 4,128,812,000

주식회사OO종합건축사사무소 4 4,092,049,000

(주)OOOOO건축사사무소 4 4,011,618,000

주식회사OO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3 2,726,538,000

주식회사OO종합건축사사무소 2 2,402,500,000

(주)OO건축사사무소 2 2,239,000,000

주식회사OO종합건축사사무소 1 1,257,000,000

OOOO건축사사무소 1 1,126,500,000

(주)건축사사무소OOOO 1 638,000,000

주식회사OOOOO건축사사무소 1 418,529,000

계 (45개사) 297 658,188,819,326

[별첨2] 최근 6년간 LH전관 영입업체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수주 현황

업체명 계약 건수 계약 금액(원)

주식회사OO종합건축사사무소 25 92,741,511,890

(주)OOO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9 90,740,077,000

(주)OO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6 58,512,882,000

주식회사OO건축 12 36,091,422,000

주식회사OO종합건축사사무소 10 31,542,350,000

(주)OO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9 20,646,249,000

주식회사O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6 19,444,186,960

(주)건축사사무소OO 5 13,542,287,000

(주)O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4 10,001,200,000

주식회사종합건축사사무소OO건축 4 6,841,743,000

주식회사OO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4 4,479,795,800

주식회사OOOO건축사사무소 1 754,738,000

계 (12개사) 115 385,338,442,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