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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청사 신축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가온3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가온11단지

부산보훈요양병원 증축공사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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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종암경찰서 청사 신축사업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1260

공공업무시설

4,959.00㎡

2,279.38㎡

15,429.55㎡

지하3층, 지상5층

2019

서울지방경찰청

장우성, 류원진, 김인수, 윤수미, 박지혜, 안근형,
이선아, 손은행

용   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규   모

설   계

발 주 처

설 계 팀

JONGAM POLICE STATION

밤하늘의 길잡이 북극성(Polaris)처럼 도시의 밝은 빛이 되어주는 
새로운 소통형 경찰서 ‘POLA RIUM’ 경찰서의 새로운 모티브가 되
고자, 저층 주거지와의 맥락을 고려한 저층 분산형 배치 및 경찰의 움
직임이 곧 입면이 되는 시큐리티 파사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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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부산보훈요양병원 증축공사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위   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의료시설 (종합병원)

65,670.00㎡

2,405.50㎡

9,253.89㎡

지하1층, 지상5층

2019

부산보훈병원

김정하, 이욱주, 김승진, 이상호, 김도연, 김상균,
박보경, 정재훈

용   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규   모

설   계

발 주 처

설 계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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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COPYRIGHT TRAINING EXPERIENCE CENTER

위   치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15-2일부

교육연구시설

5,456.00㎡

2,364.68㎡

9,660.72㎡

지하1층, 지상6층

2019

한국저작권위원회

장우성, 류원진, 김인수, 윤수미, 박지혜, 강지해,
정희수

용   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규   모

설   계

발 주 처

설 계 팀



DAAIN |   LETTER VOL.03 1009

PROJECTPROJECT

[준공작] 세종정부청사 문화관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93 (청1-45)

문화시설

5,322㎡

19,885㎡

18,976.85㎡

지하2층, 지상3층

201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용   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규   모

준   공

발 주 처

SEJONG GOVERNMENT COMPLEX CULTURAL CENTER

복합편의시설 2공사 “Informal Core”는 유선형의 정부청사 끝자락
에 위치하며 청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복합편의시설이다. 
다양성과 변화를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자유로운형태로 표현
하였으며 이용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공간들을 계획하고 청사근무
자와 방문객에게 복지 및 편의를 제공하며 독창적인 형태로 도시와 
사람에게 친근한 명소가 되도록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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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작]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가온3단지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1,L1BL

공동주택

M1 : 111,678.0000㎡ / L1 : 74,843.0000㎡

M1 : 19,810.9910㎡ / L1 : 14,796.2820㎡

M1 : 272,129.9940㎡ / L1 : 154,116.3597㎡

지하2층, 지상21층 이하

2019

한신공영(주), 제일건설(주)

용   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규   모

준   공

발 주 처

SEJONG NAACC 2-1 AREA GAON 3 COMPLEX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미래 주거양식을 제안한다. 기존의 복합도
시는 단기적 성과를 위한 한시적 도시계획 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LIFE CYCLE을 고려하여 장기적 주거환경을 계획하여야 한다. 시간
에 따라 세대가 변화하 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단지의 목표이다. 가족중심적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효율적인 주거 시스템, 친환경,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도
시를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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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작]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가온11단지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2-1 생활권 H1BL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9,748.00㎡

4,008.4510㎡

35,822.3751㎡

지하 2층, 지상 35층

2019

(주)신영

용   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규   모

준   공

발 주 처

SEJONG NAACC 2-1 AREA GAON 11 COMPLEX

최고 35층의 랜드마크 타워와 판상형의 조화로운 단지 배치 스카이
라운지 및 입면 재료의 차별화를 통해 도시적이고 상징적인 주동 디
자인 계획 단지 내 스트리트형 상가 및 가로 활성화를 위한 상업시
설 특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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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소식

2020 다인건축그룹 신입사원 공개채용 2019 장기근속 임직원 해외연수

2019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우수상 수상 2020 다인건축그룹 시무식

참여자: 신성현 이종문 유재서 이시욱 현재호 정종림 최웅 김동연 김지선 김두식 오재영

사회자: 마케팅기획부문장 황태경 부사장

  지난 10월 26일(토), 다인건축그룹 본사에서 2020 다인건축그룹 신입사원 공개채용 면접 진행되었습니다.
면접 전형은 포트폴리오PT와 임원진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합격자는 이민수. 정준영, 장기호, 임차경, 한현주 이상 5인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9일(목) - 23(월) 3박 5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2019 장기근속 임직원 해외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는 '난빈', '호치민생가', '한기둥사원', '바딘광장', '호아루 수용소', '소수민족 박물관' 등 다양한 건축물과 예술공간을 체험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7일(수),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에서 ‘2019 녹색건축한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19 대한민국 녹색건축대
전’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다인건축그룹은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에서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 우수상(한국건설
기술연구원장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1월 2일(목) 본사 지하 1층에서 '2020 다인건축그룹 시무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케팅기획부문장 황태경 부사장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무식은 이경희 신임 회장님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설계부문과 전략설계부문의 
2020년 신입사원 인사와 신임 부문장, 본부장 소개 그리고 장련 상임고문님의 격려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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