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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위   치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교육연구시설

13,992.9㎡

3,546.02㎡

14,706.24㎡

지하1층, 지상5층

2020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용   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규   모

준   공

발 주 처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재를 평가
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국가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주도하는 싱크
탱크이다 . 도시축과 순응하는 배치로 인지성을 확보하고 녹지
축과 연계하는 열린 조망과 전면공지 계획으로 정면성을 확보
하였다 . 녹지와 연계되는 문화마당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열린 
배치계획을 계획하였다 . 업무영역과 공공영역의 명확한 동선
과 조닝분리를 하여 안전한 보안체계를 확립 , 라운지 중심의 직
원편의시설 집약배치로 업무시설과의 연계 및 독립성 확보하여 
최적의 업무환경을 조성하였다 .



DAAIN |   LETTER VOL.05 0605

PROJECT PROJECT

[준공작] 섬강초등학교
SEOMGANG ELEMENTARY SCHOOL

위   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91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15,319.00㎡

4,060.48㎡

12,221.36㎡

지하 1층, 지상 4층

2019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

박혜선, 김세찬, 이승용, 유혜민

용   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규   모

준   공

발 주 처

설 계 팀

  섬강초등학교는 진취적 사고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공간으
로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지식의 습득과 교우들간의 협력
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Communication Space : 다양한 소통을 통해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는 축적공간
Collaboration Space : 학생들의 학습, 문화, 휴식, 커뮤니티 활
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
Consideration Space : 스스로 사고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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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6-3생활권 H2,H3

공동주택

43,163.00㎡

15,397.64㎡

153,643.65㎡

최고 타워형35층, 판상형 7층

2020

LH

김동욱, 최은혜, 손현우, 양지은, 박혜림

용   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규   모

설   계

발 주 처

설 계 팀

  생활권 내 공원을 품은 고밀복합용지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
여 주변의 다양한 삶을 담아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형성하고자 
자연과 도시 사이의 경계를 완화하고 관계를 재정의한다 .
도시적 스케일의 메가시티가 아니라 삶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아내는 마이크로 시티를 계획하여 , 자연과 도시의 경계를 현
대인의 삶을 담은 커뮤니티 공간이 되게 한다 . 
문화공원 , 고밀복합용지 , 공공시설용지가 공존하는 P2 는 도시
적 관점에서 자연과 건축물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독립된 개
체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생의 관계이다 . 이에 공원
과 단지의 경계는 해치를 통해 재구성하여 더 작고 더 많은 커
뮤니티를 만들고자 한다 . 이는 하나의 중심을 가지는 획일적인 
단지개념이 아니라 흩뿌려진 다중심적인 도시 개념으로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접점을 생성할 수 있다 .

[당선작]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공동주택
THE ADMINISTRATIVE CITY 6-3 RESIDENTIAL AREA 
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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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55

공공업무시설

3,471.10㎡

2,482.95㎡

16,263.21㎡

지하3층, 지상6층

2019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장우성, 류원진, 김인수, 윤수미, 박지혜, 류효리

용   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규   모

설   계

발 주 처

설 계 팀

  100 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하는 , 대구중부경찰서
1895 년 대구중부경찰서가 설립되어 100 년이 넘는 유구한 역
사를 갖은 본 사업지에 , 경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민
의 장과 직원을 위한 화합의 장을 조성하였습니다 .
대구 주민들과 화합을 이루어 함께하는 강직하고 청렴한 경찰
서의 상징 ‘청화각’ , 경찰관들이 서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힐링공간 ‘화담정’ , 역사적 장소의 새로운 상징이 되어 시민과 
소통하는 ‘전면배치’ 역사와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본 사업지에 
경찰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
니다 .

[당선작] 대구중부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DAEGU JUNGBU POLIC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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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파주운정 A26BL 주택건설공사
PAJU WOONJUNG A26BL HOUSING 
CONSTRUCTION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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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781번지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90,680.7㎡

25,391.89㎡

513,275.00㎡

지하2층, 지상29층

2018 / 2020

파주운정주택사업주식회사

용   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규   모

설계/준공

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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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건축그룹 최고등급(2등급), '조달청, 2019년도 설계용역 평가'

섬강초등학교,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 선정               

  1월 21일(화) 우리 다인건축그룹이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건축설계용역 평가결과 건축사사무소(34개사)중 최고등급인 2등급(12개
업체)에 선정되었습니다.

  1월 30일(목) 다인건축그룹에서 설계한 섬강초등학교(강원)가 '2019년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에 선정되었습니다.
섬강초는 교육부에서 2017년 이후 준공된 학교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 작품 공모'에 신청해 초·중등 분야 우
수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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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020 건설경제신문

www.cnews.co.kr 1/2

희림건축 등 12개사 ‘최고 등급(2등급)’

기사입력 2020-01-21 05:00:17.

조달청, 2019년도 건축설계용역 평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건축)를 비롯해 12곳이 조달청의 2019년도 건축설계용역 평가에서

가장 높은 2등급을 받았다.

20일 조달청의 ‘2019년도 건축설계용역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맞춤형서비스로 집행한 설계공모

의 중간 또는 실시설계를 수행한 총 34개사가 평가 등급을 받았다.

등급별로는 2등급 12곳(0.9점ㆍ이하 가점), 3등급 17곳(0.8점), 4등급 4곳(0.7점), 6등급 1곳(0.5점)

으로, 종합평가 점수가 98점 이상인 1등급과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5등급은 없었다.

이번에 평가를 받은 34개사는 조달청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수요기관을 대신해 맞춤형서비스

로 공고하는 설계공모 심사에서 해당 등급의 가점을 받는다.

2등급에는 희림건축 및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

무소,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매스스터디스, 에스이에이건축사사무소, 리가온건축사사무

소,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 오현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 림, 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가 이

름을 올렸다.

이어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및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해마종합건축사사

무소,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엔비건축사사무소,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

무소, 건축사사무소에스파스, 아이엔지그룹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휴먼플랜, 서울건축종합건축사

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건축사사무소 신건축,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전력

기술, 위드종합건축사사무소 등 17곳은 3등급을 받았다.

또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및 토포스건축사사무소, 단우에이앤에이건축사사무소, 신성종합건축

사사무소 등 4곳은 4등급, 삼원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가장 낮은 6등급으로 각각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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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육체험관' 당선작이 건축세계에 소개되었습니다

  1월 7일(화) '저작권 교육체험관' 당선작이 건축세계 2020 ACA vol. 13에 소개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임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과업명: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설계팀: 전략디자인POOL 3 (장우성 이사, 류원진 이사, 김인수 과장, 윤수미 대리, 박지혜 사원) 설계2본부 3소 (강지해 사원, 정희수 사원)

  1월 9일(목)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준공작이 아키데일리 (www.archdaily.com)에 소개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임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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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 예  설계1본부

“ 2020다인 소개는 
EASY Yeah~ ”

Q4. 다인건축그룹 공채 10기 미래의 후배들에게 한마디?

Q3. 나에게 회사란? 

Q2. 첫 월급은 어디에 사용했나요? 

Q1. 회사생활이 힘들 때 극복방법 ? 

  여행 좋아요! 다인 좋아요!

  첫 회사라서 더 특별하지만 저에게 회사는 음…… 소속감? 어딘가에 소속되어있다는 사
실이 정말 좋아요! 

  첫 월급인 만큼 작고 소중하게 제 통장에 들어왔지만 첫 월급은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제가 
번 돈으로 드리는 용돈이라 하면서 조금씩 용돈을 드렸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많아서 정작 
제가 쓸 돈은 없었어요…하하하 그 작고 소중한 월급 중 저를 위해 쓴 돈은…. 점심값…? 한 
달 소비하는 비용에 제일 반은 차지하죠!

  첫 회사생활에서 가장 힘이 되어주는 건 역시 동기들과의 점심과 산책…? 회사생활을 가
장 즐겁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죠!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웃고 떠들고 하다 보면…. 빠르
게 지나가는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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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 주  설계2본부

“ 어쩌다 보니 
2020의 맏언니 
역할을 맡게 된 
한현주입니다! ”

Q4. 다인건축그룹 공채 10기 미래의 후배들에게 한마디?

Q3. 회사생활 하면서 생긴 습관?

Q2. 보통 퇴근 후 하는 일?

Q1. 학교생활과 가장 달라진 점?

  이건 스스로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이긴 한데,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낯설고 힘들겠지만 많
은 선배님과 동기들에게 도움 받으면서 다니다 보면 어느새 잘 적응해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말기!

  3층에 티랑 커피가 잘 채워져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요. 
출력하거나 화장실 갈 때에도 정수기 옆을 꼭 한번씩 보고 가요. 앞으로도 맡겨주세요!

  퇴근 후에는 일단 맛있는 거 먹기! 회사 주변에는 식당이 많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나가야 
하는 점은 아쉽지만, 주로 친구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루
를 마무리하면 다음날 또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제일 크게 느끼는 점은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생활에서는 
주로 개인작업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회사생활을 
하면서 다른 의견들이나 작업방식 등을 접하게 된 것이 가장 다르다고 생각해요.

Q4. 다인건축그룹 공채 10기 미래의 후배들에게 한마디??Q4. 미래의 후배들에게?

Q3. 회사생활 200일 기억에 남는사건?Q3. 첫 월급은 어디에 사용했나요?

Q2. 첫 출근 에피소드? Q2. 독립을 시작하고부터 좋은점?

Q1. 학교생활과 가장 달라진 점? Q1. 회사주변 나만의 핫플레이스?

  당차고 패기있게 도전하기! 빨리 내년되서 만나요~!  누가 될지도 지금 어디서 뭘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누리는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세요

  졸업 축하한다고 팀분들이 맛있는 점심과 선물로 축하해주신거요! 
완전 감동이었어요 ㅎㅎ 우리팀 짱짱! 

  부모님께 소정의 정성을 보여드린 다음 
미니멀라이프를 시작했지만 이내 곧 불편해져서 소파베드를 샀읍니다

  면접볼 때랑 첫 출근 때랑 로고가 바뀌어 있어서 다른 회사 들어온 줄 알고 회사 들어왔다
가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ㅎㅎ 

  장점:집에 엄마가 없다. 
  단점:집에 엄마가 없다.

  ‘주말이 있는 삶’ 이요! 
학생 때는 과제, 시험 등등 주말에도 신경 쓸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오로지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월요일엔 두레브 화요일엔 두레브 수요일엔 수레브 목요일엔 두레브

17

2020 DAAIN NEW PEOPLE

임 차 경  전략디자인본부

“ 해맑은 미소로 
긍정에너지 뿜뿜!! 

신입사원 9기 
임차경입니다. ”

이 민 수  전략디자인본부

“ 다인의 
최수종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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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진 영  전략CM실

“ 건축반 공기반
~♩♪♬ 

다인건축그룹 9기 
박진영입니다. ”

Q4. 다인건축그룹 공채 10기 미래의 후배들에게 한마디??

Q3. 회사생활 하면서 생긴 습관 ?

Q2. 보통 퇴근 후 하는 일 ?

Q1. 첫 휴가 계획?

  입사 전 사회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200일이 지나고 나니 괜한 생각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인건축인들 모두 좋은 분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입사하세요. ^-^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요! 사무실 내부가 건조하다보니 피부가 마르는 느낌도 나고 모니
터도 계속 보다보니 눈도 뻑뻑해지고,,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집에 가면 우선 청소기로 집 청소하고, 밀린 빨래하고, 저녁먹고 씻고 하면 이미 밤 10시가 
되어있습니다..! 주부가 제일 바쁘다는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흑흑

  저의 본가인 부산에 갈 예정입니다. 한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부산에 잘 내려가질 못 했었기 
때문에 첫 휴가는 무조건 부산에 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것을 먹고 푹 쉬다가 올 계획입니다.

2019

2020 DAAIN NEW PEOPLE 2020 DAAIN NEW PEOPLE

임 희 지  전략설계실

“ ‘SIMPLE IS 
THE BEST’ 

다인건축그룹 9기 
임희지입니다. ”

Q4. 다인건축그룹 공채 10기 미래의 후배들에게 한마디??

Q3. 회사생활이 힘들 때 극복하는 방법?

Q2. 사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

Q1. 회사에게 바라는 점?

  힘내세요~ 파이팅..

  점심시간에 세곡천을 산책합니다.

  저는 제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카페테리아에 커피머신을 구비해뒀으면 좋겟습니다.

장 기 호  주거디자인본부

“ 주거본부의
똘똘한 신입사원!!

(이면 좋겠다) ”

Q4. 다인건축그룹 공채 10기 미래의 후배들에게 한마디?

Q3. 회사생활이 힘들 때 극복방법?

Q2. 첫 휴가 계획?

Q1. 3년뒤 목표?

  보고싶어요 빨리오세용

  저는 집 앞에 맥도날드가 있는 맥세권에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회사생활 하면서 야근할 때
가 가장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었는데, 맥도날드는 엄청 늦은 시간에 퇴근해도 항
상 열려있어서 가는 길에 햄버거 사먹고 퇴근하는 것이 저만의 소확행입니다!

  최근에 프로젝트가 하나 끝나서 며칠간의 짧은 휴가를 처음으로 다녀왔어요. 예상하지 못
했던 휴가라 아무런 계획 없이 집에서 푹 쉬기만 했는데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
름에 가게 될 첫 휴가 기간에도 이번이랑 비슷하게 쉬고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선배님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3년 뒤에는 본부 안에서 한 사람 몫을 충분히 해내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금보다 그림
을 더 잘 그렸으면 좋겠어요.

정 준 영  설계3본부

“ 4층의
문지기 입니다.

띵동~ ”

Q4. 다인건축그룹 공채 10기 미래의 후배들에게 한마디??

Q3. 독립을 시작하고부터 좋은점?

Q2. 퇴근 후 자신만의 힐링 방법?

Q1. 회사생활 200일 보람과 느낀점?

  환영합니다~~

  It’s Freedom !!

  뜨뜻한 물로 샤워 후 예능이나 영화를 보며 시원한 맥주 한 캔…!! 캬~~ 츄릅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뭐니뭐니해도 머니!! 월급을 받았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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