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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공사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교육연구시설

17,738.3㎡

7,006.22㎡

지상3층, 지하1층

2019

용   도

대지면적

연 면 적

규   모

설   계

CHUNCHEON OFFICE OF EDUCATION

춘천시 공원화 사업과 연계한 모두의 일상에 가까이 존재하는 교육 문
화의 장을 조성하고자, 모두를 위한 교육공원 파크포럼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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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PROJECT

[당선작] 경찰대학청사 증축사업 설계용역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교육연구시설(학교)

780,202㎡(연구강의동 5,306㎡ / 생활관4,182㎡)

연구강의동 4,940.25㎡ / 생활관 4,513.61㎡ (9,453.86㎡)

연구강의동 지상4층,지하1층  / 생활관 지상5층

2019

용   도

대지면적

연 면 적

규   모

설   계

경찰대학의 글로벌화를 준비하는 THE NEXT Corridor Project!

지나가기만 하는 복도를 확장해, 머물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CorridorSTAY와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CorridorPLAY!

경찰대학 부지 내에 연구강의동과 생활관이 증축되는 것으로, 기존의 
학교 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경찰대학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안하
여 변화하는 글로벌 경찰대학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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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광주예술고 교사 이설 및 광주예술중(영재교육원)  교사 신축공사
GWANGJU ARTS MIDDLE SCHOOL & HIGH SCHOOL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385번지 외 8필지

교육시설

35,057.00㎡

21,770.24㎡

지상4층

2019

용   도

대지면적

연 면 적

규   모

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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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수원당수지구 B-3BL 공동주택 (신혼희망타운)
SUWON DANG-SU B-3BL

위   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당수동 일원

주거시설

25,763.00㎡

76,781.83㎡

지상16~20층, 지하2층

2019

용   도

대지면적

연 면 적

규   모

설   계

칠보산, 당수천으로 녹음이 채워진 단지,
일상이 건강해지는 휴양형 희망 나들 단지

주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행의 흐름 유도와 단지 주민들에게 열린
단지 계획으로 가로변에서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는 등 주변과 대
응하는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와 인접한 당수천 및 칠보산 등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단지 내 유입을 유도해 자연친화
공간을 계획하였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에 맞는 육아특화시설과 여가, 편의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컨텐츠가 이어지는 다채로운 커뮤니티를 조성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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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계 인턴십 프로그램

기술 세미나_건축 내외장재 트렌드

참여자: 1기 인턴 (김선회, 김재봉, 김찬기, 김현화, 안홍은, 이서림)

발표자: 익스테리어앤

6월 17일을 시작으로 8월 23일까지 총 10명의 학생들이 다인건축그룹 2019 하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일할 인턴들을 따뜻한 인사와 함께 반갑게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

7월 4일(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는 '건축 내외장재 트렌드 (디자인 특화사례중심)' 이라는 주제로 기술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익스테리어앤' 에서 준비해주셨으며, 테라코타에 관해 다양한 적용 사례들과 함께 샘플들을 직접 만져보며 다양한 건축 자재에 
대해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 건설사업관리부문 워크샵
IN GANG CHON

현장직원 및 본사직원
다인건축 건설사업관리부문:



DAAIN Architecture &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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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DAAIN Architecture & Engineering Co., Ltd.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