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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글로벌 경제위기의 험난한 시련에도 DAAIN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나온 발자취들을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붕정만리의 정신을 가다듬으려 합니다. 

보다 높이 날아올라 멀리 바라보는 DAAIN이 되겠습니다. 

Even though continuing global economic crisis hurt us, DAAIN is not slowing down.
Looking back to our traces, we remind the sprit of BungJeongManRi.
We will become DAAIN flying higher and looking further.

조직도인사말

회 장   장    련 대표이사  이 경 희

회  장 대표이사 사 장 단

부설연구소

경영관리실

전략기획본부

건축설계부문

PM사업본부

건설사업관리본부

특수사업본부

총무,인사,회계

수주전략
심사관리
입찰업무

기획설계
기술제안서
현상/턴키
LH현상
SH현상

턴키/재건축

CM/감리
기술제안

기술지원업무
현장관리

국방부관련
CM/감리

수주임원단

기획실 입찰실

설계1본부 설계2본부

1소

2소

3소

4소

1소

2소

품질연구소

PM사업기술지원팀

CM기술전략팀

감리단

행정지원팀 감리기술지원팀

부 회 장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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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5   ㈜건축사사무소 다인그룹(법인등록)
1998   감리전문회사등록 전면건축책임감리(건설부)
1999   종합감리전문지사등록 건축, 토목 등록
            (국토관리청) 제5종 119호
            ISO 9001 인증 획득
            종합설비설계, 전기소방 감리업 등록 

2000

2000   지역사회발전 시장 표창 (남양주시)
          우수감리 시장 표창 (남양주시)
2001   실용신안등록 – 건축용 지지부재 
2002   실용신안등록 – 공동주택 물탱크 여과장치,
          감리평가우수업체 시장 표창 (구리시)
          경기도지사 표창 (경기도)
2003   감리평가 우수업체 장관표창 (건설부)
          감리평가CM적용우수사업장 국무총리 표창
2004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전기분야) 등록
2005   상호변경 
          ㈜다인그룹ENG건축사사무소 
2011   부산광역시장 감사패
2012   엔지니어링사업자 정보통신 등록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등록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등록
2013   환경부장관 표창

 특허  벽체매설 전기배관 고정박스 외 12건

건축설계부문

  부사장 정태영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프랑스 파리 라벨레트 건축대학, 프랑스 건축사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본부장

  본부장 여승준
명지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본부장, 전략기획실장

  본부장 강동구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 VE자문위원

건축사 10명 (프랑스건축사 1명)
특급 기술자 9명 보유

건설사업관리본부

  본부장 김정원
삼척대(현 강원대) 건축과
건설사업관리 전문가(CCM), 강원도 공무원
영화기술단, 유신건축, 휴다임/감리CM

PM사업본부
  
  전  무 박진호
경북공업전문대학 건축학과
건축사/건설사업관리 전문가(CCM)
국토해양부장관 / 경기도 교육감 표창
㈜휴다임 건축사사무소 전무, 에너지 사업본부장
㈜동신건설 기획실장

건축시공기술사 18명        
건축사 7명
CMP  6명
PCM  2명 보유

다인건축그룹은 최상의 설계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조직을 확보하였으며, 

발주처별 전담 임원 배정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수주영업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BUSINESS NETWORK 
수주영업 네트워크

LH

부회장 이건형
LH 경기지역본부장
LH 인천지역본부장
LH 미군기지사업본부장
LH 건설관리처장
경기도시공사 설계평가위원

고 문 손종철
대한주택공사 기술계획처 처장
대한주택공사 개발사업본부 상임이사
대한주택공사 기술선진화본부 상임이사

고  문 최경일
대한주택공사 기술이사
㈜신한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특수사업본부

부사장 김재호
서울 산업대학교 /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육군 제1117 야공단장, 육군 공병감실 과장
휴다임 건축사 사무소 전무
국방시설 분야에 35년 근무,전역 후 국방시설
감리 및 설계분야 전문가

전  무 임재웅
육군사관학교 / 이탈리아 로마대학원 
31사단 공병대대장, 연합사 공병부 기획처장
휴다임 건축사 사무소 상무
국방시설분야에 30년 근무, 해외 및 대미사업
(FED) 전문가

공공분야

사  장 이성실
서울대 졸업 
서울대 건설사업최고전략과정 수료
경남기업 ㈜ 상무
㈜점프밀라노 법정관리인

부사장 조흔구
서울과학기술대 건축공학과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건축사
항만/어항건설공사 평가위원
한국교육시설학회 정회원

부사장 이대규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축 및 건축시공 특급 기술자
성남시, 구리시 건축과장

부사장 원태현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경남기업

민간분야

부사장 방용호
연세대 
동부건설
신안종합건설

상  무 여승준
명지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본부장, 
전략기획실장

경쟁력

HISTORY, AWARDS, PATENT 
연혁,수상,특허

LICENSE 
전문인력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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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운정3지구 A16블록 공동주택 외 26건

2012년 3건 수주(파주운정3지구, 인천영종지구, 김해율하2지구)

경기도시공사 남양주진건지구 A1,3블록    

민간 현상설계 2건, 재건축 5건

기타 한국해양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다인건축그룹은 LH 공동주택 현상설계에서 2010년 3건, 2011년 2건, 2012년 3건, 2013년 2건의 당선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 및 

SH 현상설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지구 1-A-21-2BL 2013. LH. 당선     행복도시 4-2생활권 M3BL 2013. LH. 당선

인천 영종지구 A-24BL 2012. LH. 당선  김해 율하 2지구 A1BL 2012. LH. 당선

김포 한강신도시 Ab- 6BL 2011. LH. 당선 부산 명지지구 C- 8BL 2011. LH. 당선

대지위치  세종시 

대지면적  205,206.00㎡

연면적  474,594.84㎡ 

현상설계┃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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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행복도시 2-2생활권 P3 
2013, LH공사, 당선



교육연구시설 경기과학고등학교 과학연구센터

문화집회시설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업무시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외 5건   

창고 한국영상자료원 파주센터, 
       부산 및 인천지방조달청 비축창고

실적

한국영상자료원파주센터 2013,한국영상자료원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2012,경기도시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12,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2012,교육과학기술부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2012,경기도교육청 국방기술품질원 2011,국방기술품질원

Competition
다인건축그룹은 지난 2010년부터 조달청 설계기술제안(T/P) 분야에 참여한 이래, 2013년 현재 공공분야에서 총 10건의 높은 당선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계기술제안┃업무교육 문화집회시설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지면적  9,936.10㎡

연면적 24,470㎡ 

국립국제교육원 
2012,교육과학기술부,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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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교육연구시설  삼송 2초등학교 외 5건

의료시설 영주적십자병원    

운동시설 천안생활체육공원

다인건축그룹은 민간투자사업 (BTL)분야에 진출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으며, 특히 교육청 및 지자체 관련 프로젝트에서 다수의 

당선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두중신축임대형 2007,광주광역시 교육청    천안북부도서관 2007,천안시청

천안생활체육공원 2007,천안시청 제주종합문화센터 2006,제주시청

울산지역초중등학교 시설1사업지구 
2005,울산1지구 교육사업 주식회사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2005,제주대학교

대지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대지면적 29,415㎡

연면적 18,329㎡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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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영주적십자병원

2013,보건복지부



TK
업무시설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 외 4건

교육연구시설 판교테크노벨리 글로벌R&D센터 외 1건    

주거시설 행복도시 첫마을 3공구 B4BL 외 2건

다인건축그룹은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2009),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009), 세종시 첫마을 B4BL(2008) 등 업무시설, 공동주택

의 다양한 T/K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2012,화성도시공사    세종시 정부청사 2-1구역 2011,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판교테크노벨리 글로벌 R&D센터 2009,경기도시공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009,행정안전부  

킨텍스 제2전시장 2008,KOTRA 행복도시 첫마을 3공구 B4BL 2008,LH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대지면적 3,319.70㎡

연면적 18,326.51㎡

시공일괄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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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

2013,성남시



TP
교육연구시설  세종시 국립도서관

업무시설 세종시 시청사 외 3건    

문화집회시설 제주종합문화센터

주거시설 강남보금자리지구 A7BL다인건축그룹은 지난 2010년부터 조달청 실시설계기술제안(T/P) 분야에 참여한 이래, 세종시 청사 등을 통하여 건설사와 협업 능력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LH 공사신사옥  2012,LH   

강남보금자리 A7BL 2011,LH

세종시국립도서관 2011,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첫마을 복합커뮤니티 2010,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대지면적  10,700㎡

연면적  33,213㎡

기술 실시설계 기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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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세종시청사

201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립국제교육원  2013,국립교육원   



CS
공동주택  부산 해운대 우동 I’PARK 외 다수

교육연구시설 인재개발원 창의관건립 시공감리용역 외 다수    

문화집회시설 플로팅아일랜드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외 다수

업무시설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외 다수다인건축그룹은  주택법 59건, 건축사법 25건, 건기법 45건, 국방부 2건, 국방부 CM 2건 등 총 132건의 감리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회사

의 역량을 다해 최고의 건축물을 완공하고 있습니다

새빛 둥둥섬 용산 종합행정타운

이의 초등학교 우면2지구 네이처힐가든

강진의료원 송도 센트럴파크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지면적 511,805.00㎡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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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부산 해운대 우동 I'PARK



Special Project
군사교정시설  육군 파주,양주관사 및 간부숙소 외 5건

다인건축그룹은 군사교정시설 분야에 진출하여 육군 파주 양주관사 등의 설계 및 감리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군 포천 병영시설 2010,국방부    육군양천,고양 관사 및 간부숙소 2010,국방부,당선

백령도군관사 2012,국방부 평택군관사 2012,국방부

인제 군부대 지원시설 2012,국방부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대지면적 175,602.27㎡

연면적 80,062.51㎡

특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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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육군 파주,양주 관사 및 간부숙소

2011,국방부 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