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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506

교육연구시설

10,737.00㎡

4,222.61㎡

11,995.96㎡

지하1층, 지상3층

2020

조달청(대구광역시 달성군)

용   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규   모

설   계

발 주 처

DALSEONG-GUN EDUCATION AND CULTURE 
WELFARE CENTER

공원 중심에 위치한 마을 활력소 , 지역문화가 시작되는 문화교
육공간사이트는 테크노폴리스 중심에 위치해있습니다 . 사이트 
주변에는 두 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 각각의 공원에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담은 요소가 존재합니다 . 사이트 동
측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산책 , 휴식등 도심 속 드넓은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힐링 공간입니다 . 중앙공원 북측의 
광장은 도심과 자연을 연결하며 ,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모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 남측에 위치한 포산공원 중심에는 무대
가 있습니다 .

장우성, 류원진, 김인수, 박지혜, 김경환, 강지해, 이민수설 계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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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파주운정3 A-23BL 공동주택
PAJU UNJEONG 3 A-23BL 
APARTMENT HOUSE
위   치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일원

공동주택

53,554.00㎡ 

14,001.07㎡ 

143,461.92㎡ 

지하2층 지상13~28층

2020

LH

김동욱, 하홍영, 손현우, 최민제, 최은혜, 
양지은, 유혜민, 박혜림, 임소희

용   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규   모

설   계

발 주 처

설 계 팀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의 물리적인 경
계를 허물고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을 통해 살고싶은 ‘함께사는 
공공의 마을’을 제안하였다.대상지 주변은 다양한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입주자의 삶의 가치를 존중해주면서도 공공으로 열
린 단지를 만들어야한다. 리빙영역과 퍼블릭 영역이 공존하기 위
해 각각의 레이어별로 성격을 나누며, 두 레이어 사이에 선큰을 
계획해 일부 개방형 선택적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공
공을 위한 공간과 문화 자원 제공을 통해 삶의 가치와 공공의 가
치를 높이며 나눔과 소통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 마을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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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645

운동시설

3,024.70㎡

1,426.95㎡

9,156.95㎡ 

지하2층, 지상5층

2020

구리시

용   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규   모

설   계

발 주 처

[당선작] 갈매 공공체육시설
GALMAE PUBLIC SPORTS FACILITY

김정하, 이욱주, 김승진, 이상호
공진화, 김상균, 박보경, 정재훈

설 계 팀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 하는 욕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로 주민을 위한 다양한 체육뿐만 아니라 휴식과 소
통이 가능한, 갈매지구만의 특별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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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부지내

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33,750.00㎡

6,419.41㎡

24,753.58㎡

지하 1층, 지상 4층

2017/2020

국회 국회사무처

용   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규   모

설계/준공

발 주 처

[준공작] 국회소통관
NATIONAL ASSEMBLY COMMUNICATIONS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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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평택북부경찰서
PYEONGTAEK NORTHERN POLICE STATION

11 12

PROJECT

위   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택지지구

공공업무시설

18,029㎡

1,426.95㎡

10,818㎡

지하1층, 지상5층

2020

경기남부지방경찰청/조달청 

용   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컨소시엄

연 면 적

규   모

설   계

발 주 처

무영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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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 수주 I 5월 7일(목)

I 6월 23일(화)

I 6월 23일(화)'용인 고림지구 H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

'신암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건설공사 수주

다인건축그룹 건설사업관리부문이 '한국동서발전(주)'에서 발주하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종합 행정동 신축 설계용역'을 수주했습니다.
용역명: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종합 행정동 신축 설계용역 / 용도: 발전소 부속시설 / 공사 기간: 착수 후 273일(2020.10. ~ 2021.07. 예정)
위치: 충청북도 음성군 평곡리 230번지 일원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부지  / 부지 면적: 약 8,000㎡ (건물, 주차장, 조경 및 기타 면적 포함)
연면적: 약 7,000㎡ (약 2,117평) / 지역 지구: 전용공업지역 /  건축 규모: 지하1층 / 지상 4층 (필요시 1개 층 증축 가능 구조)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필요시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철골구조)
발주처: 한국동서발전(주)

I 7월 2일(목)'양평 창대 2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
다인건축그룹 건설사업관리부문이 '한국동서발전(주)'에서 발주하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종합 행정동 신축 설계용역'을 수주했습니다.
용역명: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종합 행정동 신축 설계용역 / 용도: 발전소 부속시설 / 공사 기간: 착수 후 273일(2020.10. ~ 2021.07. 예정)
위치: 충청북도 음성군 평곡리 230번지 일원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부지  / 부지 면적: 약 8,000㎡ (건물, 주차장, 조경 및 기타 면적 포함)
연면적: 약 7,000㎡ (약 2,117평) / 지역 지구: 전용공업지역 /  건축 규모: 지하1층, 지상 4층 (필요시 1개 층 증축 가능 구조)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필요시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철골구조) / 발주처: 한국동서발전(주)

다인건축그룹 건설사업관리부문이 '신암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발주하는 '신암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
업' 주택건설사업 감리를  수주했습니다.
사업명: 신암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용도: 공동주택 / 사업 기간: 2020. 05. 01 ~ 2023. 05. 31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680-27번지 일원 / 연면적: 163,875.77㎡
건축 규모: 아파트 지하2층, 지상15층 주동 20개동,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발주처: 신암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설계사: ㈜건축사사무소 신정건축 / 시공사: ㈜한진중공업 대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종합 행정동 신축 설계용역' 수주'거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수주 I 9월 15일(화)I 6월 23일(화)

다인건축그룹 건설사업관리부문이 '한국동서발전(주)'에서 발주하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종합 행정동 신축 설계용역'을 수주했습니다.
용역명: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종합 행정동 신축 설계용역 / 용도: 발전소 부속시설 / 공사 기간: 착수 후 273일(2020.10. ~ 2021.07. 예정)
위치: 충청북도 음성군 평곡리 230번지 일원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부지 / 부지 면적: 약 8,000㎡ (건물, 주차장, 조경 및 기타 면적 포함)
연면적: 약 7,000㎡ (약 2,117평) / 지역 지구: 전용공업지역 / 건축 규모: 지하1층, 지상 4층 (필요시 1개 층 증축 가능 구조)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필요시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철골구조) 
발주처: 한국동서발전(주)

다인건축그룹 건설사업관리부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음성금석 A2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500호)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했습니다.
용  역  명: 음성금석 A2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500호)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용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500호) / 공사 기간: 착수일로부터 861일 / 위치: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76-36번지 일원 
연면적: 아파트(28,414.68㎡), 부대복리시설(11,393.15㎡) / 건축 규모: 지하층 포함 17층 
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음성금석 A2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500호)'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I 9월 10일(목)

다인건축그룹 건설사업관리부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음성금석 A2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500호)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했습니다.
용역명: 음성금석 A2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500호)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용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500호) 공사 기간: 착수일로부터 861일 / 위치: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76-36번지 일원
연면적: 아파트(28,414.68㎡), 부대복리시설(11,393.15㎡) / 건축 규모: 지하층 포함 17층
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인건축그룹 건설사업관리부문이 '부산진구'에서 발주하는 '서면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 수주했습니다.
사업명: 서면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 용도: 공동주택 / 사업기간: 2020. 05. 01 ~ 2023. 05. 31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573-89번지 일원 / 연면적: 118,279.8678㎡
건축규모: 지하2~지상36층 아파트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발주처: 부산진구 / 설계사: (주)상지이앤에이건축사사무소 / 시공사: (주)동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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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 청계 와이즈노벨리아' 방송 매체 게재 건축세계 I 300호 특집_이달의건축가30인 다인건축그룹

국토일보 I 창립25주년_다인건축그룹 이경희 회장 인터뷰 게재 매일경제, 한국경제TV l 다인건축그룹 홈페이지 리뉴얼 소개

  3월 20일(금), SBSCNBC 인사이트insight '집보러가는날' Ep.05에 다인건축그룹이 설계한
'답십리 청계 와이즈노벨리아'가 소개되었습니다.

  5월 7일(목) 건축세계 300호 특집에 이달의건축가30인으로 다인건축그룹이 소개되었습니다.

  2020. 03. 30(월) 자 국토일보 "DCM 앞세워 고품질 원스톱 서비스 만전 대한민국 최고 넘어 글로벌 기업 도약 총력"
창립25주년_다인건축그룹 이경희 회장

  6월 1일(월) 리뉴얼된 다인건축그룹 CI 변경과 홈페이지 리뉴얼 내용이 매일경제, 한국경제TV에 각각 소개되었습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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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소식

건설경제 I 포스코건설,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21 다인건축그룹 신입사원 공개채용

건축세계 I AW302(2020년 7월호)_정부세종청사 문화관 2020 하계 인턴 수료식

  6월 14일(일) 다인건축그룹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8월 25일(화) 함께 일하고 싶은 회사, 다인건축그룹에서 2021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 공고를 진행했습니다.

  7월 6일(목)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준공작이 건축세계 AW302(2020년 7월호)에 소개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임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8월 28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0 다인건축그룹 하계 인턴 학생들의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박혜선 상무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수료식에서는 윤영로 부사장님이 회장님을 대신해 수료증을 전달해 주셨으며,
9명의 인턴 학생들과 인턴 생활에 대한 업무 및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소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인소식

14



DAAIN GROUP Architects & Engineers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 569길 33 다인빌딩, 06376
DAAIN Bldg., 33, Heolleung-ro 569-gil, Gangnam-gu, Seoul, 06376, Korea
Tel. 02-6925-2700          Fax. 02-6925-2780
contact@daain.com
www.daain.com

Copyright ⓒ  2020 DAAIN GROUP Architects & Engineers Co., L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