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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명의 임직원들이 AA 그레이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Employees are fulfilling 
AA grade of service.

뛰어난  인재들 이 모여
내일을 만들어 가는 건축집단,
다인건축그룹

AA는 다인건축그룹의 서비스 그레이드입니다.

다인건축그룹은 고객의 요구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창의적 접근을 통해 각각의 분야에 대해 치우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AA 등급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기업운영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인건축그룹은 누구나 제공할 수 있는 퀄리티와 서비스 이상의,  

최상의 가치를 만들고 제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인건축그룹이 지향하는 AA 그레이드의 

서비스이며, 건축문화적 기여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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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AAIN 다인건축그룹의 

5 대 경영 철학

DAAIN's Management 
Philosophy

첫번째, 기초적인 정보수집과 분석부터 

사업기획, 건축 설계, 공사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고객의 사업구상과 투자의도에 맞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기획 및 계획,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공사관리까지 가능한  

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s) 제도를 도입,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기존의 방식, 일반적 접근에만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해, 

보다 나은 건축환경과 공간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축적해온 노하우, 새로운 기술정보 등을 

건축전문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리하는 체계적 접근으로 

고객중심의 경제적, 효율적 프로세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다방면의 노력과 경험들을 

고객만족과 다인건축그룹이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르기 위해 활용할 뿐만 아니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인건축그룹은
깊고 예리한 통찰력과,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하며,
최고의 가치를 고집합니다.



greetings 인사말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험난한 시련에도 다인건축그룹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나온 발자취들을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鵬程萬里의 정신을 가다듬으려 합니다.

보다 높이 날아올라 멀리 바라보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인건축그룹은 1995년 설립된 이래 한국의 대표 건축설계사무소로 발돋움 하기 위해 

창의적인 생각과 우수한 기술력을 축적하며 

시대의 건축문화를 선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건축의 변화를 내다보며 다양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통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거듭나고 있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앞선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건축설계 전문집단으로서의 성장과 고품질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건축설계사무소로의 도약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부단히 정진하겠습니다.

저희 다인건축그룹 식구들은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높은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도전과 혁신의 정신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최고의 종합건축서비스 회사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다인건축그룹 회장  장  련

다인건축그룹 대표이사  이경희



50YEARS
50년의 로드맵 확립

Roadmap for next

앞으로의 50년을 내다보는
로드맵

다인건축그룹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고, 

건축문화 전반에 기여하며 

새로운 리딩 집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의 50년을 내다보는 로드맵을 

확립하고 실현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

2035

2045

2055

2065

4다인건축그룹의 

핵심가치

Core Values

첫번째, 당신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언제나 새로움을 추구하고, 혁신을 지향하는 자세로  

프로젝트에 임합니다. 고객에게 한발 앞서 나가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차별화된 길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창의적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혁신적 아이디어에 걸맞는 창의적 디자인을 위해 

다인건축그룹의 축적된 노하우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을 모두 담아내려 노력합니다.

세번째, 통합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련분야의 통합적 코디네이션을 통해 

건축에만 한정된 대안이 아닌 토탈 솔루션을 제시하고, 

고객에게 최적화된 프로세스와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뛰어난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냅니다. 

아이디어, 디자인, 통합적 솔루션 모두를 한 데 묶어 

최상의 결과물, 그 이상의 가치를 빚어 내고자 

모든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인건축그룹의
4가지 핵심가치

INNOVATIVE IDEAS
CREATIVE DESIGN

INTEGRATED SOLUTION
& OUTSTANDING QUALITY

OUTSTANDING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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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여년간의 발전과 

성장의 기록

Years of history

DAAIN’s

1995

1998

1999

㈜건축사사무소 다인그룹 (법인등록)

감리전문회사 등록-전면건축책임감리 (건설부)

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 건축,토목 등록 (국토관리청) 제5종 119호 

ISO 9001 인증 획득 

종합설비설계, 전기소방 감리업 등록

2000 

2002 

2003 

2004 

2005

2011

2012 

2013 

2014 

지역사회발전 시장표창 (남양주시) 

우수감리 시장표창 (남앙주시)

감리평가 우수업체 시장표창 (구리시) 

도지사표창 (경기도)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감리평가 우수감리업체 장관표창 (건설부장관) 

감리평가 CM적용 우수사업장 총리표창 (국무총리) 

일반소방공사 감리업 (기계, 전기분야) 등록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상호변경 : ㈜다인그룹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부산광역시장 감사패

엔지니어링사업자 정보통신 등록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등록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등록 

대한건축사협회 감사패

환경부장관 표창 

경기도청 우수 공동주택 건설 표창

소방방재청장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지난 21여년간 끊임없이 발전하며 성장해 온 
다인건축그룹

다인건축그룹은 지난 21여년간 끊임없이 발전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창조적이고 

완성도 높은 건축 디자인, 성실하고 철저한 시공 감리, 이를 뒷받침 해주는 기술까지 

지난 세월 동안 축적한 다인건축그룹의 수많은 땀과 노력은 다양한 경쟁설계 당선과 

수많은 수상 경력을 통해 증명되어져 왔습니다.



HOUSING
공동주택분야

고  문 손종철 

대한주택공사 기술계획처 처장  

대한주택공사 개발사업본부 

상임이사  

대한주택공사 기술선진화본부 

상임이사

부회장 이건형 

LH 경기지역본부장    

LH 인천지역본부장  

LH 미군기지사업본부장  

LH 건설관리처장  

안양시 도시계획 자문위원 

고  문 최경일 

대한주택공사 기술이사  

㈜신한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PUBLIC
공공분야

사  장 이성실 

서울대 졸업  

서울대 건설사업최고전략과정 수료  

경남기업 ㈜ 상무 

㈜점프밀라노 법정관리인

부사장 박희준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 SH공사

사  장 남현중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법무부 시설담당관

법무시설 전문가

PRIVATE
민간분야

사  장 이윤흥

경기대학교

중앙대학교 최고위과정 수료

롯데건설 상무

부사장 방용호

연세대학교

동부건설

신안종합건설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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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TEGIC PLANNING
전략기획본부

부사장 홍병철
숭실대학교

공간 환경

포엠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조흔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건축사

항만/어항건설공사 평가위원

한국VE협회 정회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유능한 전문인들로
구성된 다인건축그룹의 임원진



설계1본부

상  무 권현준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의료시설학회 정회원 

공공 기술제안 PJ 전문

상  무 강동구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 VE자문위원 

공공 및 민간 공동주택 전문

설계2본부

설계1본부장 설계2본부장

상  무 오승준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한국생태건축학회 정회원

민간 개발사업 전문

상  무 현재호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복합 개발사업 전문

설계3본부 전략디자인본부

설계3본부장 전략디자인 본부장

부사장 유승호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공공업무•연구시설 전문

설계부문장

사  장 정태영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프랑스 파리 라벨레트 건축대학

프랑스건축사

설계총괄업무

설계총괄사장

ARCHITECTURE
설계부문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부문

상  무 윤성중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

정우건축사사무소

본디건축사사무소

CM 기술전략팀

이  사 이경선

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휴다임 건축사사무소

행정지원팀

부사장 한윤현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기술사, 건설사업관리사

극동건설, K&C개발

희림건축

본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유능한 전문인들로
구성된 다인건축그룹의 임원진

7/217개 전문부서와 

픙부한 경험의 임원

7 Professional divisions 

& 21 executives



다인건축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건축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들의 능력과 열정으로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창의적 인재 집단입니다.

각 분야별로 세분화 및 전문화된 조직구성은 

수행 프로젝트의 성격과 그 목표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편성 되고, 

최상의 TF Team으로 만들어 집니다.

구성된 TF Team은  

단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지원 및 수행하며 

다인건축그룹이 지향하는 AA 그레이드의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해나갑니다.

다인건축그룹의
유기적이고 탄력적인
조직구성

280 총 임직원수

Number of Employees

건축사
독일 건축사
프랑스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CMP
PCM

13
1
1

27
6
2

부설기술연구소

특수사업본부 | 국방 분야

전략기획부문 임원단

전략기획실

수주전략실

건설사업관리부문

감리단

행정지원팀건설사업관리본부

기술지원팀

경영관리실

상임고문부회장

회  장 대표이사 건축설계부문 설계1본부 1소 2소

2소

전략디자인본부

설계2본부 1소 2소

설계3본부 1소

주거디자인랩

CM기술전략팀

REALIZATION

DESIGN

BRANDING

STRATEGY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 분야부터 공공 분야까지 

다양한 업무 형식에 맞춤 공간을 제공, 

사용자가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용이가능하도록 계획한 

다인건축그룹의 대표 업무시설

OFFICE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청사

업무 시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8 19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위 치

연면적

층 수

대구광역시 북구

13,956.29㎡

지하1층, 지상7층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 치

연면적

층 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18,021.26 ㎡

지하3층, 지상12층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공간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청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청사

20 21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위 치

연면적

층 수

경기도 의정부시

15,478.85㎡

지하1층, 지상5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청사

위 치

연면적

층 수

세종시

13,660.83㎡

지하1층, 지상8층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공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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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위 치

연면적

층 수

충천북도 진천군 (충북혁신도시)

21,360 ㎡

지하1층, 지상6층

국립국제교육원

위 치

연면적

층 수

경기도 성남시

24,039.71㎡

지하2층, 지상10층

국립공원관리공단

위 치

연면적

층 수

강원도 원주시 (원주혁신도시)

9,327.301㎡

지하1층, 지상8층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공간 



중앙교육연수원

심해공학 수조동, 연구동

공익근무요원교육원

국방기술품질원

공익근무요원교육원

7,200L 심해공학 수조를 갖춘 특수 연구시설부터 

국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원까지, 

각 시설의 니즈를 철저히 분석해 한발 앞선 디자인과 

최상의 연구환경을 제공하는 

다인건축그룹의 대표 연구시설

RESEARCH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기과학고 과학연구센터

한국식품연구원

서울교육대학교 미래융합예체능연구센터

심해공학 수조동, 연구동

연구 시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기과학고 과학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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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 치

연면적

층 수

충청북도 진천군 (충북혁신도시)

22,811.48㎡

지하1층, 지상5층

경기과학고 과학연구센터

위 치

연면적

층 수

경기도 수원시

16,702㎡

지하2층, 지상8층

스마트한 
연구개발 환경



한국식품연구원

서울교육대학교 미래융합예체능연구센터

한국식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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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위 치

연면적

층 수

전라북도 전주·완주혁신도시

59,489.96㎡

지하1층, 지상4층

서울교육대학교 미래융합예체능연구센터

위 치

연면적

층 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13,000㎡

지하2층, 지상6층

스마트한 
연구개발 환경



심해공학 수조동, 연구동

심해공학 수조동, 연구동

중앙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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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공학 수조동, 연구동

위 치

연면적

층 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18,226.32 ㎡

지하1층, 지상4층

중앙교육연수원

위 치

연면적

층 수

대구광역시 동구

16,162.73 ㎡

지하1층, 지상4층

스마트한 
연구개발 환경



중앙공무원교육원

공익근무요원교육원

공익근무요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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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무원교육원

위 치

연면적

층 수

충청북도 진천군

32,178 ㎡

지하1층, 지상4층

공익근무요원교육원

위 치

연면적

층 수

충청북도 보은군

26,772㎡

지하1층, 지상4층

스마트한 
연구개발 환경



국방기술품질원

강원학생진로교육원 

강원학생진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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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위 치

연면적

층 수

경상남도 진주시 (경남혁신도시)

16,992 ㎡

지하1층, 지상4층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위 치

연면적

층 수

강원도 속초시

9,489.53 ㎡

지하1층, 지상4층

스마트한 
연구개발 환경



으뜸유•초등학교

덕유산 중학교

가정중학교

역동초등학교

대구사수초등학교

초•중등시설에서 대학 캠퍼스까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다인건축그룹의 대표 교육시설

EDUCATION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감정1초등학교

용전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의성중부중학교

창곡고등학교

삼송2초등학교

교육 시설



가정중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영천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교 영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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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교 영천캠퍼스

위 치

연면적

층 수

경상북도 영천시

22,503.62㎡

지하2층, 지상6층

가정중학교

위 치

연면적

층 수

강원도 춘천시

9,799.55㎡

지하1층, 지상4층

백년지계, 
교육의 미래를 키워나가는 
핵심공간 



삼송2초등학교

별내6초등학교

덕유산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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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6초등학교

위 치

연면적

층 수

경기도 남양주시

14,298.12㎡

지하1층, 지상5층

덕유산중학교

위 치

연면적

층 수

경상남도 거창군

9,952㎡

지하1층, 지상3층

삼송2초등학교

위 치

연면적

층 수

강원도 춘천시

9,799.55㎡

지하1층, 지상4층

백년지계, 
교육의 미래를 키워나가는 
핵심공간 



으뜸유·초등학교

역동초등학교

대구사수초등학교

42 43

으뜸유·초등학교

위 치

연면적

층 수

세종시 1-1생활권

11,608㎡

지하1층, 지상4층

역동초등학교

위 치

연면적

층 수

경기도 광주시

10,778.99㎡

지하1층, 지상5층

대구사수초등학교

위 치

연면적

층 수

대구광역시 북구

11,251.11㎡

지하1층, 지상5층

백년지계, 
교육의 미래를 키워나가는 
핵심공간 



천안불당 아산탕정지구 복합 4,5 BL

은평뉴타운 1-15 BL

신림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봉천1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마곡지구 상업용지 B4-2 블록 복합건축물 

강남구 삼성동 호텔 

LH 및 SH 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10만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의 기본이 되는 주거공간에 대한 

끝없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는 

다인건축그룹의 대표 주거시설

HOUSING

수원 광교 A-11 블록 공동주택

수원 광교 A-4 블록 공동주택

수원 광교 A-10 블록 공동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 2-1 생활권 P1

행정중심복합도시 2-2 생활권 P3

행정중심복합도시 2-2 생활권 P1

김포시 사우동 아이파크 

주거시설



수원 광교 A-11 블록 공동주택 수원 광교 A-10 블록 공동주택

수원 광교 A-4 블록 공동주택 

수원 광교 A-11 블록 공동주택

46 47

수원 광교 A-11 블록 공동주택

위 치

연면적

층 수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77,241.89㎡

지상12~15층 (275세대)

수원 광교 A-4 블록 공동주택

위 치

연면적

층 수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102,546.29㎡

지상22~30층 (637세대)

수원 광교 A-10 블록 공동주택

위 치

연면적

층 수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111,214.68㎡

지상10~25층 (701세대)

2015 살기좋은 아파트 대상

그 곳에 사는 사람을 생각하고 만든 주거공간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 2-1 생활권 P1

행정중심복합도시 2-2 생활권 P3

행정중심복합도시 2-2 생활권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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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2-1 생활권 P1

위 치

연면적 

층 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M1BL : 270,033㎡ 
L1BL : 151,820㎡

M1BL : 지상10~29층 (1,655세대) 
L1BL : 지상21층 (855세대) 

행정중심복합도시 2-2 생활권 P1

위 치

연면적 

층 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M1BL : 222,87㎡ 
L1BL : 117,362㎡

M1BL : 지상10~29층 (1,267세대) 
L1BL : 지상10~22층 (677세대)

행정중심복합도시 2-2 생활권 P3

위 치

연면적 

층 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M1BL : 270,033㎡ 
L1BL : 151,820㎡

M1BL : 지상10~29층 (1,655세대) 
L1BL : 지상21층 (855세대) 

그 곳에 사는 사람을 생각하고 만든 주거공간
행정중심복합도시



김포시 사우동 아이파크  은평뉴타운 1-15 BL

천안불당 아산탕정지구 복합 4,5 BL

김포시 사우동 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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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우동 아이파크 

위 치

연면적

층 수

경기도 김포시

179,641.03㎡

지하1층, 지상24층 

천안불당 아산탕정지구 복합 4,5 BL

위 치

연면적

층 수

충청남도 천안시

137,747㎡

지하1층, 지상28층 
(공동주택 355세대, 
 오피스텔 455세대)

은평뉴타운 1-15 BL

위 치

연면적

층 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34,485㎡

지하1층, 지상4층 (220세대)

그 곳에 사는 사람을 생각하고 만든 주거공간
민간 사업



신림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봉천1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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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위 치

연면적

층 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218,341.66㎡

지하4층, 지상28층 

봉천1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위 치

연면적

층 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151,003.58㎡

지상7층~20층 (1,531세대)

그 곳에 사는 사람을 생각하고 만든 주거공간
재개발•재건축



마곡지구 상업용지 B4-2 블록 복합건축물 강남구 삼성동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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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상업용지 B4-2 블록 복합건축물 

위 치

연면적

층 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43,177.76㎡

지하7층, 지상14층

강남구 삼성동 호텔 

위 치

연면적

층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33,737.64㎡

지하6층, 지상27층

거주 환경과 수익창출까지 고려한 공간
호텔 & 오피스텔



세종시 아트센터

한국영상자료원 파주센터

인천보훈병원

영주적십자병원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문화 및 복합 상업시설, 의료시설 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다인건축그룹의 다양한 시설

OTHERS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행복도시3-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화성시 커뮤니티센터 1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1 도서관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3 사회복지관

기타 시설



행복도시3-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화성시 커뮤니티센터 1화산동 주민복지센터

 

58 59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위 치

연면적

층 수

경기도 화성시

13,706㎡

지하1층, 지상4층

행복도시3-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위 치

연면적

층 수

세종시

13,751.01㎡

지하1층, 지상5층

화성시 커뮤니티센터 1

위 치

연면적

층 수

경기도 화성시

11,180㎡

지하1층, 지상3층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센터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3 사회복지관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1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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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3 사회복지관

위 치

연면적

층 수

세종시

13,751.01㎡

지하1층, 지상5층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1 도서관

위 치

연면적

층 수

경기도 수원시

9,828.3㎡

지하2층, 지상5층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문화시설



세종시 아트센터 강남구 삼성동 호텔

한국영상자료원 파주센터 

한국영상자료원 파주센터 

세종시 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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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트센터

위 치

연면적

층 수

세종시

15,334.60㎡

지하1층, 지상4층

한국영상자료원 파주센터

위 치

연면적

층 수

경기도 파주시

8,790.75㎡

지하1층, 지상4층

창의적인 디자인의 
문화예술 공간 



인천보훈병원

영주적십자병원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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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병원

위 치

연면적

층 수

인천광역시 남구

11,362.16㎡

지하1층, 지상5층

영주적십자병원

위 치

연면적

층 수

경상북도 영주시

18,329.17㎡

지하2층, 지상4층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위 치

연면적

층 수

성남시 수정구

18,326.51㎡

지하4층, 지상7층

마음으로 설계하는 
치유의 공간



강진의료원

인천 산재 병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천대학교 미래관

부산 신호중학교

용산 종합행정타운

고양 역도 연습장 - 장미란 체육관

다인건축그룹의 초석을 다져준 다양한 감리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업관리와 전 회사의 역량을 다하는 자세를 통해 
최고의 결과물을 빚어내는 
다인건축그룹의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CONSTRUCTION
SERVICE

부산 해운대 우동 아이파크

청라지구 M4블럭 롯데캐슬

송도 롯데캐슬

우면2지구 네이처힐가든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AK Y ’ Z Place

새빛둥둥섬

부산예술회관



부산 해운대 우동 아이파크 송도 롯데캐슬 

청라지구 M4블럭 롯데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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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연면적

층 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11,805㎡

지하2층, 지상72층

부산 해운대 우동 아이파크

위 치

연면적

층 수

인천광역시 서구

320,004㎡

지하2층, 지상43층

청라지구 M4블럭 롯데캐슬

위 치

연면적

층 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125,146㎡

지하1층, 지상32층

송도 롯데캐슬

성공적인 건설사업관리



우면2지구 네이처힐가든

AK Y ’ Z Place AK Y ’ Z Place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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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2지구 네이처힐가든

위 치

연면적

층 수

서울시 서초구

14,988㎡

지하1층, 지상4층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위 치

연면적

층 수

인천시 연서구

118,366.58㎡

지하2층, 지상46층

AK Y ’ Z Place

위 치

연면적

층 수

경기도 성남시

42,440㎡

지하4층, 지상29층

성공적인 건설사업관리



새빛둥둥섬새빛둥둥섬

새빛둥둥섬

부산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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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둥둥섬

위 치

연면적

층 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9,995m²

지상3층

부산예술회관

위 치

연면적

층 수

부산광역시 남구 

4,745m²

지상4층 지하1층 

성공적인 건설사업관리



인천 산재 병원 인천 산재 병원

인천 산재 병원

강진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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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의료원

위 치

연면적

층 수

전라남도 강진군 

21,194.08m² 

지상7층 지하1층

인천 산재 병원

위 치

연면적

층 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37,014.90m² 

지상8층 지하2층

성공적인 건설사업관리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천대학교 미래관

부산 신호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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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위 치

연면적

층 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4,266㎡

지하2층, 지상4층

인천대학교 미래관

위 치

연면적

층 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3,032㎡

지하1층, 지상4층

부산 신호중학교

위 치

연면적

층 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12,323.64㎡

지하1층, 지상4층

성공적인 건설사업관리



용산 종합행정타운 고양 역도 연습장 - 장미란 체육관

고양 역도 연습장 - 장미란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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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종합행정타운

위 치

연면적

층 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59,177㎡

지하5층, 지상10층

고양 역도 연습장 - 장미란 체육관

위 치

연면적

층 수

경기도 고양시

3,444㎡

지하2층, 지상4층

성공적인 건설사업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공동주택단지 P1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도시개발 공동주택 

김포한강도시 Ac-07a블록 주택건설사업 

화성비봉지구 S-1BL 공동주택 

마곡지구 상업용지 B4-2블록 복합건축물 

고양 원흥A-7BL 공동주택 

천안 불당 지웰 3차 주상복합 아파트 

고양 삼송A-7BL 공동주택 

인천검단지구 1-A21-2BL 공동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 4-2 M3BL 공동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공동주택단지(P1)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공동주택단지(P3)

연면적 M1BL 270,033㎡ 
 L1BL 151,820㎡ 
층수  M1BL 지상10~29F (1,655세대) 
 L1BL 지상21F (855세대)

연면적 6,200㎡ 
층수 지하2F, 지상18F

연면적 196,310㎡ 
층수 지상 25F

연면적 67,108㎡ 
층수 지상 15~22F

연면적 43,177.76㎡ 
층수 지하6F~지상14F

연면적 203,29784㎡ 
층수 지하1F ~ 지상25F

연면적 132,724.28㎡ 
층수 지하1F ~ 지상28F

연면적 136,323.76㎡ 
층수 지하2F ~ 지상29F

연면적 97,926.12㎡ 
층수 지하1F ~ 지상25F

연면적 68,075.12㎡ 
층수 지하1F ~ 지상5F

연면적 331,841.53㎡ 
층수 지하2F ~ 지상 5F

연면적 474,594.84㎡ 
층수 지하2F ~ 지상 30F

LH 
 
 

㈜선유 

김포도시공사 

LH 

롯데자산개발 

이스트건설 

㈜신영 

이스트건설 

LH 

LH 

행복청 

행복청 

공동주택

20 14  

 

 

 

 

 

 

 

2 0 1 3

인천보훈병원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 

영주 적십자 병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2 0 15  

2 0 1 3

연면적 11,362㎡ 
층수 지하1F, 지상5F

연면적 18,633.59㎡ 
층수 지하4F ~ 지상7F

연면적 18,329.17㎡ 
층수 지하2F~지상 4F

조달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성남시 

보건복지부

의료시설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감정1초등학교 

용전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의성중부중학교 

창곡고등학교 

삼송2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 

으뜸유•초등학교 

덕유산 중학교 

가정중학교 

대구사수초등학교 

역동초등학교

2 0 15  

 

2 0 1 4  

 

 

2 0 1 3

연면적 22,503㎡ 
층수 지하2F, 지상6F

연면적 12,098.69㎡ 
층수 지하1F, 지상5F

연면적 7,767㎡ 
층수 지상4F

연면적 9,562㎡  
층수 지하1F, 지상3F

연면적 14,324㎡ 
층수 지하1F, 지상5F

연면적 28,627.92㎡ 
층수 지하1F, 지상 5F

연면적 11,608㎡ 
층수 지하1F, 지상4F

연면적 9,852㎡ 
층수 지하1F, 지상4F

연면적 9,535㎡ 
층수 지하1F, 지상4F

연면적 11,251㎡ 
층수 지하1F, 지상5F

연면적 10,778.99㎡ 
층수 지하1F, 지상5F

조달청, 
 한국폴리텍6대학

조달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경기도교육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교육연구시설 | 학교

심해공학 수조동/연구동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D융합기술지원센터 

국방과학연구소 제8-9/10 실험동 

서울교육대학교 융·복합 스포츠센터

연면적  18,226.32㎡ 
층수  지하1F, 지상 4F

연면적 8,702㎡ 
층수 지하1F, 지상7F

연면적 3,572㎡ 
층수 지하1F, 지상2F

연면적 13,000㎡ 
층수 지하2F, 지상6F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교육연구시설 | 교육원, 연구소

20 14  

2 0 1 3  

 

 

오산시 금암도서관 연면적 6,195㎡ 
층수 지하1F, 지상4F

교육연구시설 | 도서관

20 12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연면적 27,396㎡ 
층수 지하3F, 지상9F

성남시 

운동시설

20 10  

화성시 커뮤니티센터 1 

학생종합복지센터 

행복도시3-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연면적 11,180㎡ 
층수  지하1F, 지상5F

연면적 21,000㎡ 
층수 지하1F, 지상 11F

연면적 12,544㎡ 
층수 지하1F, 지상 5F

연면적 9,828.30㎡ 
층수 지하2F, 지상 5F

화성시 

조달청 

행복청 

경기도 

노유자시설

20 15  

2 0 1 4  

 

2 0 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청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사옥

남양주북부경찰서 

국립공원관리공단청사 

화성동탄경찰서 

부산해운대경찰서 

국립국제교육원 청사 

세종시청사 건립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연면적 22,811.48㎡ 
층수 지하1F,지상 5F

연면적 13,660㎡ 
층수 지하1F,지상8F

연면적 9,888㎡ 
층수 지하1F,지상4F

연면적 9,327.301㎡ 
층수 지하1F,지상 8F

연면적 8,933㎡ 
층수 지하1F,지상6F

연면적 14,862㎡ 
층수 지하2F,지상9F

연면적 24,039.71㎡ 
층수 지하2F,지상 10F

연면적 41,071.48㎡ 
층수 지하1F,지상 6F

연면적 13,956.29㎡ 
층수 지하1F,지상 7F

연면적 16,162.73㎡ 
층수 지하1F,지상4F

연면적 15,478.85㎡

층수 지하1F,지상5F

조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조달청, 
경기도지방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조달청 

중앙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

업무시설

20 15  

 

 

2 0 1 4  

 

 

2 0 1 3  

 

2 0 12

육군 양천고양 관사 및 간부숙소 

육군 파주.양주 관사 및 간부숙소  

육군포천 병영시설

연면적 12,460㎡ 
층수 지하1F, 지상4F

연면적 14,313㎡ 
층수 지상4F

연면적 9,127㎡ 
층수 지하1F, 지상3F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공공시설

20 11

LC테헤란타워 복합시설 신축공사 연면적 33,771.12㎡ 
층수 지하6F, 지상 27F

LC테헤란타워 

숙박시설

20 14  

다인건축그룹 프로젝트 연혁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공동주택단지 P1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 

삼송2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 

영주 적십자 병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공동주택단지(P1)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공동주택단지(P3) 

육군양천고양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인천 하늘3고 외 1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세종시 정부청사 2-1구역 

육군양천고양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인천서창2초외 3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육군 파주.양주관사 및 간부숙소  

첫마을 지구 B4BL 

고읍1초 외 5교 BTL-고읍1초등학교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연면적 M1BL 270,033㎡ 
 L1BL 151,820㎡ 
층수 M1BL 지상10~29F (1,655세대) 
 L1BL 지상21F (855세대)

연면적 18,633.59㎡ 
층수 지하4F ~ 지상7F

연면적 28,627.92㎡ 
층수 지하1F ~ 지상 5F

연면적 18,329.17㎡ 
층수 지하2F ~ 지상 4F

연면적 331,841.53㎡ 
층수 지하2F, 지상 5F

연면적 474,594.84㎡ 
층수 지하2F, 지상 30F

연면적 15,034.370㎡ 
층수 지하1F, 지상 5F

연면적 16,247㎡ 
층수 지하1, 지상5F

연면적 81,248㎡ 
층수 지하1, 지상7F

연면적 15,034.370㎡ 
층수 지하1F~지상 5F

연면적 12,822㎡ 
층수 지하1F, 지상5F

연면적 14,313㎡ 
층수 지상4F

연면적 226,185.22㎡ 
층수 지하2F, 지상30F

연면적 9,672㎡ 
층수 지하1F, 지상5F

연면적 46,110㎡ 
층수 지하2F, 지상6F

연면적 46,948㎡ 
층수 지하1F, 지상9F

LH 
 
 

성남시 

경기도교육청 

보건복지부 

행복청 

행복청 

국방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국방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국방부 

LH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시공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TK, BTL

2 0 14  
 
 

2 0 1 3  

 

 

 

 

2 0 12  

2 0 11  

 

 

2 0 1 0  

 

2 0 0 9

심해공학 수조동/연구동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국립국제교육원 청사 

세종시청사 건립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올인원센터 

국방기술품질원 본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청사

연면적  18,226.32㎡ 
층수 지하1F, 지상 4F

연면적 24,039.71㎡ 
층수 지하2F, 지상 10F

연면적 41,071.48㎡ 
층수 지하1F, 지상 6F

연면적 13,956.29㎡ 
층수 지하1F, 지상 7F

연면적 16,162.73㎡ 
층수 지하1F, 지상4F

연면적 15,478.85㎡ 
층수 지하1F, 지상5F

연면적 15,040㎡ 
층수 지하2F, 지상4F

연면적 16,992㎡ 
층수 지하1F, 지상4F

연면적 21,360㎡ 
층수 지하1F, 지상6F

조달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조달청 

중앙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제안

20 14  

2 0 1 3  

 

2 0 12  

 

 

2 0 11

아산 득산동 부영아파트 

공주시 금흥동 현대아파트 

시흥 월곶지구 한국아파트 

용인수지2지구 5-3블럭 

안양 박달동 한라아파트

 
산곡동 한양1단지 재건축아파트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

 
평택 롯데캐슬아파트

 
부산해운대 우동 I'PARK

 
정관지구 A-13블럭 대주피오레아파트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A1블럭

 
김포한강도시 Aa-07블럭 호반베르디움아파트

 
남양주 별내택지개발지구 A19블럭 한화꿈에그린

 
부산 정관지구 A-13블럭 동일스위트

 
신월신정 뉴타운 1구역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새빛둥둥섬 

산본E-MART 

강진의료원 

인재개발원  

창마초 외 1교(구룡초)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고강고 외 3교 

풍산고 교사 

보육·여성정보센터 

금천실버센터 외 주민복지시설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마포구 대흥동 오피스텔 

종로세무서청사

연면적  95,202㎡ 
세대수  1,163

연면적 76,917㎡ 
세대수 644

연면적 282,822㎡ 
세대수 2,560

연면적 55,418㎡ 
세대수 443

연면적 201,771㎡ 
세대수 1,385

연면적 235,934㎡ 
세대수 1,365

연면적 1,213,794㎡ 
세대수 5,756

연면적 148,510㎡ 
세대수 828

연면적 511,805㎡ 
세대수 1,631

연면적 234,042㎡ 
세대수 1,540

연면적 125,146㎡ 
세대수 643

연면적 196,310㎡ 
세대수 1,584

연면적 112,778㎡ 
세대수 729

연면적 236,764㎡ 
세대수 1,758

연면적 135,980㎡ 
세대수 930

연면적 9,995㎡ 
층수 지상2~3F (3개섬)

연면적 9,995㎡ 
층수 지상2~3F (3개섬)

연면적 21,194㎡ 
층수 지하1F, 지상7F

연면적 14,005㎡ 
층수 지하1F, 지상10F

연면적 17,393㎡ 
층수 지하1F, 지상4F

연면적 4,930㎡ 
층수 지하2F, 지상4F

연면적 11,316㎡ 
층수 지하1F, 지상5F

연면적 1,670㎡ 
층수 지상5F

연면적 3,210㎡ 
층수 지하1F, 지상4F

연면적 8,983㎡ 
층수 지하1F, 지상5F

연면적 59,177㎡ 
층수 지하5F, 지상10F

연면적 27,079㎡ 
층수 지하6F, 지상19F

연면적 7,641㎡ 
층수 지하2F, 지상8F

감  리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다인건축그룹 프로젝트 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