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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PROJECT

[준공작] 서울교육대학교 융복합 스포츠센터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교육연구시설

86,349.90㎡

13,111.94㎡

지하2층, 지상6층

2013

용   도

대지면적

연 면 적

규   모

설   계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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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PROJECT

[당선작]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건립사업
VHS MEDICAL CENTER DENTAL HOSPITAL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6-2

의료시설

65,793㎡

10,543.39㎡

지하4층, 지상5층

2019

용   도

대지면적

연 면 적

규   모

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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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PROJECT

[당선작] 화성능동지구 B-1BL 공동주택
HWASEONG-NEUNG DONG B-1BL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거시설

20,455.00㎡

40,849.96㎡

지하2층, 지상25층

2019

용   도

대지면적

연 면 적

규   모

설   계



DAAIN |   LETTER VOL.02 1009

PROJECTPROJECT

[당선작] (가칭)검단2초등학교 신축공사
(tentatively named)GUMDAN 2 ELEMENTARY SCHOOL (tentatively named)GUMDAN 4 ELEMENTARY SCHOOL

[당선작] (가칭)검단4초등학교 신축공사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264-7(검단신도시내

교육시설

14,000.00㎡

18,120.00㎡

지하1층, 지상5층

2019

용   도

대지면적

연 면 적

규   모

설   계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산 47-2 (검단신도시 내)

교육시설

14,000.00㎡

19,904.00㎡

지하1층, 지상5층

2019

용   도

대지면적

연 면 적

규   모

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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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소식수주소식

메가트렌드 세미나_기후변화에 따른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
발표자: LG하우시스 문영빈 사원

다인건축그룹의 새로운 CI 제작 과정기
참여자:  다인건축그룹 임직원

4월 16일(목), 본사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는 '메가트렌드-기후변화에 따른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라는 주제로 기술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
다. LG하우시스 문영빈 사원과, LG 하우시스 직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베터 Better'라는 메인스트림을 통해 환경 변화가 우리의 삶과 소
비, 그리고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좋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인건축그룹의 새로운 CI를 만들어가는 중,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본사에서 임직원들의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임직원들이 직접 뽑은 다인건축그룹의 새로운 CI를 기대해주세요!!!

시흥장현 A-5BL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528호 시공단계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공사

다인건축그룹이 시흥장현 A-5BL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528호) 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 
시흥장현 A-5BL 아파트의 용도는 공동주택로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808번지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43,370㎡ 이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 최고 20층(총 4개동)입니다.
발주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사는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시공사는 대
우산업개발로 공사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월 14일입니다.

다인건축그룹이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을 수주하였습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의 용도는 의료연구시설로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아파트 8,718㎡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지상입니다.
발주처는 충주시, 설계사는 후리건축사사무소, 시공사는 홍일건설로 공사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10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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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디자인 연수 Level.012019 디자인 연수 Level.01

2019 디자인 연수 Level.01
IN JEJU

김경환, 유지민, 김혜빈, 김홍철, 손은행, 이현재, 박지혜, 박예지, 양지은, 유혜민
다인건축 5기:

2017

2017

2017

2019 제주도 디자인 연수 이야기
5월 9일 ~ 11일까지, 다인건축 3년차 사원 10인이 제주도 디자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라는 도시공간에서 4.3 사건이 갖는 의미, 제주 건축에서 원이 가지는 의미와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
을 가질 수 있었고, 본태박물관, 비오토피아 수풍석박물관, 핀큰스 포도호텔 등 제주도의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건축적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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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입사원 건축 소풍 2019  신입사원 건축 소풍

2019

2019

2019

2019 준공작답사 및 소풍
IN SEOUL

이형진, 류효리, 문서연, 정희수, 윤진호, 이도영, 박정민, 임소희, 문경혜
다인건축 7기:

2019 신입사원 건축 소풍 이야기
5월 3일, 2019 다인건축 신입사원 9인이 다인건축그룹의 준공작 답사와 함께 봄맞이 서울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소풍 떠나기 전, 답사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다인건축그룹에서 설계한 서초종합체육관과 강남 L7 호텔을 
둘러보고, 인사동과 익선동, 잠실로 떠나 서울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소풍을 통해 더욱 끈끈해진 동기들과 함께 준공작 답사를 하며 다인만의 건축 스타일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였습니
다.

준공작을 답사함으로써 
실제 지어지는 모습을 상
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다음에도 답사 
가보고 싶다.

동기들이랑 친해지는 계
기가 되었고, 강남 L7  호
텔을 다인건축에서 설계
했다는 사실이 뿌듯했당
~!

답사 사전에 현상안에 대
한 설명을 듣고 갔음에도 
직접 가서 눈으로 보니 생
각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
고, 더 좋았다. 또한, 동기
들과 더욱 친해지게 된 하
루였다.

다인건축이 설계한 건물
들을 동기들이랑 볼 수 있
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신입사원들끼리 소풍을
가서 좋은 시간을 보냈고 
덕분에 건축을 더욱 더 하
고 싶어지는 계기가 되었
다.

미리 설명을 듣고 답사를 
가보니 모르고 지나갔을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
어서 좋았다.

하루만에 생각보다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고 
이런 기회가 자주 생겼으
면 좋겠다.

소풍 덕분에 동기들과 더 
친해진 것 같다. 

회사에서 설계한 건물을 
직접 가본 것은 좋은경험
이었고 동기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소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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