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pany
회사명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설  립 : 2007년 6월 16일

Business Field
건축설계,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친환경디자인, 리모델링, 

연구용역, 감리, 인테리어, 그래픽

Address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9길 9 디엠피빌딩 

TEL. 550-7500  FAX. 550-7506

www.dmppartners.com

We look at problems in new ways.
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에는 건축을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창의적인 조형, 아름다운 디자인,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상력을 제대로 표현하고 땅 위에 서게 만들 수 있을까. 

디자인캠프 문박에는 건축에 대한 열정으로 뭉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We are people-centered.
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는 함께 만들고, 함께 키우고, 함께 주인인 회사입니다.

젊고 재능있는 디자이너에게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공간이며, 우리의 사고와 행동과 창의력은 결코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경하며, 다양한 동료로부터 많은 자극과 

교훈을 얻습니다.

We make sure that we are a leader group in design field.
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는 모두가 캠프에 놀러온 것 같이 즐겁게 일하는 디자인 환경에서 

디자이너들 서로가 소통하며, 디자인 과정에서 나오는 그림들을 시간차 없이 확인하고 리뷰하며

함께 고민하여 이상적인 디자인을 위해 노력합니다.

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에서 수행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프로젝트를 완수함에 있어 최고의 수준과 정확한 스케줄과 예산준수를 약속합니다.

We are courteous to our client.
디엠피 건축이 건축주에 감사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존재가 우리의 작업의 시작이기 때문이며,

좋은 건축주와의 관계는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주와의 인연을 평생의 교류로 생각하며, 건축주와의 다양한 모든 방법으로 건축주가 원하는 시간에 대화한다.

We are quality - driven.
건축설계, 도시설계, 인테리어, 감리, 출판,

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는 건축설계의 분야에서 최상의 디자인과 높은 품질로

편안하고 건강한 건축, 새롭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젊은 디자인 전문그룹입니다.

We,
at dmp, 
are creative.



건축설계
기획설계,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조경설계, 

전시설계, 시방서 및 예산관리,

입찰지원, 투시도, 모델, 설계현장지원

Architectural Design 
Pre-design Service, Schematic Design,
Design Development, Contract Document,
Landscape Design, Interior Design,
Exhibition Design,
Specification & Construction Cost
Control, Procurement Service,
Rendering & Model-Making,
On-site Construction
Document Assistance

친환경디자인	
친환경디자인, 친환경 기술 개발

Sustainable Design 
Eco-friendly Design, Sustainable 
Technology Development and Supporting

개발기획
프로그래밍, 관련법규 및 규모검토, 

예상 공기 및 공사비 판당, 

개발타당성 검토, 

개발사업계획

Development & Planning
Programming, Local Building Code 
and Regulations Research,  
Estimate of Contract Cost, 
Project Feasibility Study,  
Project Planning

도시디자인/마스터플랜
단지계획, 지구단의계획, 

공원 및 위락시설계획, 조경계획, 

도시재개발 계획

Environmental Planning 
Housing Development Planning, 
Environmental Planning, 
District/Zoning Planning, 
Recreational Facility Planning, 
Landscape Planning, 
Urban Planning of Revitalization

기술제안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고도기술제안, 신기술.신공법

적용 여부 검토

technical proposal
Ways for Reducing Construction Cost,
Ways for Shortening Construction Duration,
Ways for Heightening the Value of 
Construction,
Review of the Adaptation for 
Newly Developed Techniques or Methods

연구용역
예비타당성 조사, 기술제안

Research & Analysi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Development Feasibility Study

감리
시공감리,DCM, 공사예산 관리

공정관리, 기술지도

Construction Service
Construction Supervision, 

Design Construction 

Management, 

Cost Control, Schedule Control,

Quality Control 

QC
품질보증, 회사 품질

Quality Control
Ouality Assurance, Company Quality

인테리어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간 및 환경색채계획, 

디자인 컨설팅

Interior Design
Environmental Design, Spatial 

& Colour Planning, Design Consulting

그래픽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북디자인, 웹디자인, 

홍보마케팅

Graphic Design
Graphic Design, Book Design, 

Web Design, Marketing 

리모델링
기존 시설조사, 기능 및 용도개선 작업

Remodeling
Existing Condition Research, 
Planning and Improving Service for
Existing Condition

camp service=
design communication
디엠피의 체계적인 서비스는 고객의 요구와 상황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 이익실현을 위한 성공적인 

전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계획과 설계 시공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디엠피 서비스는 결과물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창의성과 기술적 부분에서 최고의 전문가 집단간의 긴밀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전문가 집단은 항상 최상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인 관심사와 새로운 기술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창의적인 업무환경을 그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camp service

부산오페라하우스 Busan Opera House



PARTNER + PRINCIPAL

PARTNER + PRINCIPAL은 순차적 위계를 가진 

조직상의 최상위에 있는 점의 형태가 아니라, 

디자인캠프의 MEMBRANE을 구성하는 선의 

형태로 존재함으로서 환경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하며 모든 조직원과 항상 바로 만날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PROJECT LEADER + TEAM LEADER

PROJECT LEADER + TEAM LEADER는 

프로젝트를 맡아 수행하는 실무책임자 입니다. 

이들은 고유의 물질대사를 수행하는 세포내 

소기관과 같이 캠프내에서 각기 다른 색깔과 

개성을 가지고 팀원들과 함께 디자인을 

이끌어나갑니다.

CAMP PLAYER

CAMP PLAYER는 캠프의 몸체를 구성하는 

실 체 입 니 다 .  조 직 의  에 너 지 인  이 들 은 

캠프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만들어냄으로서 디자인 

캠프의 미래에 또다른 리더로서 성장할것입니다.

DIRECTOR 
+ SENIOR PROJECT LEADER

DIRECTOR + SENIOR PROJECT LEADER는 

각자의 역할에 맡는 전문성을 가지고 캠프의 

바깥에서부터 가장 안쪽까지 수시로 넘나들며 

경험과 연륜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줍니다. 

또한 유기체의 발과 같은 존재로서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운동성의 

주체가 됩니다.

camp organization

camp organization =           
organic body
디자인캠프의 조직은 기존의 수직적인 선형조직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유기적인 

협력관계와 능동적인 변형가능성을 가진 하나의 몸체입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관 Theme Pavilion of Expo 2012 Yeosu, Korea



한강예술섬 서울 공연예술센타

세종시 아트센터

부산 오페라하우스

송도국제도시 송도아트센터

아산문예회관

대구 콘서트 하우스

롯데 콘서트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리모델링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관

김대중컨벤션센터 증축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경상남도 도청사 별관 증축 및 리모델링

국회 제2의원회관 신축 및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

세종시 정부청사 2-1구역

이화여자대학교 종합과학관 D동

이화여자대학교 산합협력관 

경남 창원 과학연구 복합파크

차그룹 판교 종합연구원

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

하마드 메디컬 시티, 생의학연구소 및 유전자은행

하마드 메디컬 시티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반려동물병원 

G 타워 _ 유엔 녹색기후기금 본부

AIA 타워

경주 블루원 리조트

여수웅천지구 C4-2, 3블록 주거복합

창원 남문지구 A4BL 시티프라디움

하이원 리조트 콘도

신세계백화점 천안점 리모델링

IKEA 광명점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육상진흥센타

인천국제공항 터미널2 교통센터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한화그룹 통합데이터센터

동부화재 데이터센터

현대자동차그룹 전산센터

나이스데이터센터

camp works



ARTS CENTER

노들섬의 새로운 이름인 한강 예술섬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People place)으로 제공되며,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통합 공간으로 계획되어, 공연시에는 Music lover를 위한 탁월한 연주 

및 관람환경을, 비공연시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사용된다.(engaging with people). 

특히, 한강의 조망을 따라 동과 서를 잇는 입체적인 Music street는 흥겨운 축제와 음악의 장으로 계획되며, 

티켓부스를 중심으로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실험극장이 배치되는 주변으로는 Coffee shop, Gallery, 서점, 

Flower shop 등 다양한 서비스 시설들이 배려되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생동감을 

부여한다.(entertaining the place) 

한강 예술섬의 주요한 인상인 지붕(eco-driven roof)은 강한 메타포 이전에 이곳의 환경을 컨트롤 해주는 주요한 

생태 지향적 구조물이자 시스템이다. 각각 셀단위의 유니트로 계획된 친환경 장치(device)들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채광과 환기를 조절하여 내부환경을 최적화시켜주는 기능을 도와준다. 곳곳에 들어서는 식재는 Pocket 

garden, Bird nest 등으로 조성되며 여러 친환경 장치들과 결합하여 한강의 풍경을 극대화시켜 준다.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대지면적: 52,391㎡   

건축면적: 30,108㎡   

연면적: 55,307㎡

주요시설: 

오페라 공연장-1751석 

콘서트홀-2100석 

실험극장-350석~450석

설계년도: 2009 

Location: Yongsan-gu, Seoul    

Site Area: 52,391㎡    

Building Area: 30,108㎡  

G.F.A: 55,307㎡

Major Facility: 

Opera House-1751Seats

Concert Hall-2100Seats

Studio Theater-350~450Seats

Design: 2009

Winner,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2009 
2009 국제지명현상 당선

한강예술섬 서울 공연예술센타

Seoul Performing Arts Center



세종시 문화국제지역 내 들어서게 될 세종아트센터는 중앙공원을 따라 순차적으로 들어설 문화시설군의 

일환으로 세종문화벨트 내 상징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연예술분야의 대표작이다. 

이 건물은 시민에게 오페라, 뮤지컬, 발레 및 크러스오버 형태의 공연이 가능한 대극장과 공연이 없는 

날에도 이용 가능한 각종 문화편의시설을 선사하고, 공연자에게 최첨단 무대공간과 배우동선을 간소화한 

BoH ‘hi-way corridor‘를 제공하여 공연환경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17년을 목표로, 

준공 시 800석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 그리고 전시관과 영상관이 들어설 아트센터는 

세종시의 유일한 공연예술극장으로서 규모와 위상을 가지고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가설 것이다.

ARTS CENTER

대지위치: 세종시 나성동   

대지면적: 43,493㎡    

연면적: 15,356.15㎡

주요시설: 

대극장-790석 

소극장-312석 

영상관-242석 

설계년도: 2013

Location: Naseong-dong, Sejong     

Site Area: 43,493㎡    

G.F.A: 15,356.15㎡

Major Facility: 

Main Theater-790seats

Medium Sized Theater-312seats

Film Theater-242seats

Design: 2013

Winner,  Design Competition, 2013 
2013 현상설계 당선

세종시 아트센터

Sejong Art Center

ARTS CENTER



부산오페라하우스 디자인은 북항의 구성하는 주변환경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새로운 절점을 만들려는 도시적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하여, 부산오페라하우스는 마치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도시, 

사람, 주변환경을 포용(embracing)하며 동시에 뻗어나가는(extending) 형상을 제안한다.

도시를 포용(embracing)하며 동시에 펼쳐지는(extending)아이디어는 9개의 돌출된 프로세니엄(proscenium)과 7개의 함입된 

니치(niche)로 형상화되었다. 각각의 프로세니엄은 영도, 북항대교, 도시등과 같이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낸 극적이며 명쾌한 

모습들을 향하고 있으며 갤러리, 컨퍼런스 홀, 오페라하우스 포이어, 레스토랑과 같이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이 

프로세니엄 안에서 시민들은 도시와 항구를 배경으로 하여 모이게 되며 이는 마치 무대 위에 모인 배우들과 같은 모습이다. 각각의 

니치(niche)는 북항, 도시 그리고 대지 주변의 공간들을 포용(embracing)하듯이 안으로 깎여 들어간 형상이다. 7개의 니치(niche)는 

마리나로부터의 접근을 위한 램프, 진입광장, 수변에 면한 북항데크 등의 특정한 프로그램과 목적에 의해서 재정의된다. 이러한 

오페라하우스의 형태는 해변의 무미건조한 기념물이 아닌 주변의 맥락을 반영한 모습으로 보여져야 하며 이렇게 내부로 

끌여들여진 공적 공간은 사적 공간과 상호교류하며 진정한 공공건물, 즉 부산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탄생된다.

ARTS CENTER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지면적: 28,427㎡   

연면적: 49,303㎡ 

주요시설: 

오페라 공연장-1798석 

컨퍼런스홀-338석

설계년도: 2012 

Location: Yeonje-gu, Busan     

Site Area: 28,427㎡    

G.F.A: 49,303㎡

Major Facility: 

Opera House-1798seats

Conference Hall-338seats

Design: 2012

부산 오페라하우스

Busan Opera House Second Prize,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2012
2012 국제지명현상 2등

ARTS CENTER



ARTS CENTER

Winner, Design Competition, 2008 
2008 지명현상설계 당선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지면적: 

문화단지-61,585㎡

지원단지-31,738㎡   

건축면적: 

문화단지-24,403㎡

지원단지-31,738㎡

연면적: 

문화단지-108,996㎡

지원단지-308,127㎡ 

주요시설: 

오페라 공연장-1515석 

콘서트홀-1759석

실험극장-300석

뮤지움

설계년도: 2008

준공년도: 2016 (공사중)  

Location: Yeonsu-gu, Incheon     

Site Area: 

Culture Facility - 61,585㎡,

Supporting Facility - 31,738㎡  

Building Area: 

Culture Facility - 24,403㎡, 

Supporting Facility - 31,738㎡   

G.F.A: 

Culture Facility - 108,996㎡,

Supporting Facility - 308,127㎡

Major Facility: 

Opera House-790seats

Concert Hall-312seats

Studio Theater-300seats

Museum

Design: 2008

Completion: 2016 (Under Construction)

송도국제도시 송도아트센터

Songdo Arts Center

ARTS CENTER

송도 아트센터 현장사진



ARTS CENTER

아산문예회관은 전통공예품인 조각보를 형상화한 자연친화적인 건축물로 지어진다.

이 작품은 '온양민속박물관 공원 내 문화와 예술의 울림조각'이란 테마 아래 자연을 향해 펼쳐지고 시민을 

환영하는 형상이 조각같이 어우러진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두 건물로 구성된다. 두 건물은 조각보를 모티브로 

한 조각면을 이어붙인형태로, 민속박물관공원의 다양한 자연환경에 반응하며 소통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기존의 습지환경을 이용한 생태연못과, 축제의 마당, 소리 숲 등을 조성하여 시민의 발길이 쉼 없이 이어지는 

문화 회랑이 될 것이다.

Winner,  Design Competition, 2014 
2014 현상설계 당선

대지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대지면적: 46,525.00㎡   

건축면적: 7,289.07㎡

연면적: 10,677.64㎡ 

설계년도: 2014

Location: Asan-si, Chungcheongnam-do  

Site Area: 46,525.00㎡  

Building Area: 7,289.07㎡   

G.F.A: 10,677.64㎡

Design: 2014

아산문예회관

Asan Cultural Art Center



ARTS CENTER

대우건설컨소시엄으로 진행된 대구콘서트홀은 최적의 음향시스템을 갖춘 전용음악당으로 리노베이션하여 

침체된 주변 환경에 활력을 주는 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975년 건립된 회관의 일부 요소를 부각시키고, 빛이라는 요소를 이용하여 새롭게 상징되는 대구콘서트홀을 

만들었다. 시민에게 열린 광장은 소공연장, 전시시설, 카페, 근린생활시설 등과 연결되어 있어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공간이 될 것이다. 대구 콘서트 하우스 리노베이션은 대구의 문화의 명맥를 

이어가고 새로운 상징적 요소로 거듭날 것이다. 

Winner, Daewoo E&C Consortium Turnkey, 2011
2011 대우건설컨소시엄 턴키 당선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대지면적: 10,330.60㎡   

건축면적: 7,789.23㎡

연면적: 26,714.73㎡ 

주요시설: 

콘서트홀-1401석 

소공연장-306석

설계년도: 2011

준공년도: 2013

Location: Jung-gu, Daegu     

Site Area: 10,330.60㎡  

Building Area: 7,789.23㎡   

G.F.A: 26,714.73㎡

Major Facility: 

Concert Hall-1401seats

Studio Theater-306seats

Design: 2011

Completion: 2013

대구 콘서트 하우스

Daegu Concert House

ARTS CENTER



ARTS CENTER

대지위치: 서울시 송파구

대지면적: 87,100㎡   

연면적: 13,223㎡ 

주요시설: 

콘서트홀-2018석

설계년도: 2012

준공년도: 2015

Location: Songpa, Seoul     

Site Area: 87,100㎡  

G.F.A: 13,223㎡

Major Facility: 

Concert Hall-2018seats

Design: 2012

Completion: 2015

롯데 콘서트홀

Lotte Concert Hall

ARTS CENTER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대지면적: 6108㎡   

주요시설: 

다목적극장-1000석

설계년도: 2011   

준공년도: 2013

Location: Seocho, Seoul     

Site Area: 6108㎡  

Major Facility: 

Multi-purpose Auditorium-1000seats

Design: 2011

Completion: 2013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리모델링

Seoul Arts Center CJ Towol Theater Remodeling

예술의전당 전경

Winner, Kolon E&C Consortium Turnkey, 2011
2011 코오롱건설컨소시엄 턴키 당선



M
USEUM

 & CONVENTION

dmp+soma

대지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대지면적: 8,200.5㎡

연면적: 6,918㎡

설계년도: 2009

준공년도: 2012

Location: Yeosu, Jeollanam-do     

Site Area: 8,200.5㎡  

G.F.A: 6,918㎡

Design: 2009

Completion: 2012

2012 여수엑스포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을 주제로 2012년 5월 12일부터 3개월간 

펼쳐진다. 주제관은 2009년 국제현상을 통해 오스트리아 건축그룹인 soma의 one ocean이 당선됐고, 국내 파트너인 

디엠피건축과 함께 현상안을 발전시켜 완성하였다. 주제관은 그 형상 자체가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주제관은 바다에서 볼 때 

여러 개의 원통형의 건물매스로 해수면이 서로 맞닿으면서 형성된 바위로 만들어진 연안의 모습을 나타내며, 육지에서 볼 

때는 살아 움직이는 바다 생물체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는 양면성을 지닌다.

국내 파트너인 디엠피 건축은 다양한 비정형 건축물의 설계경험을 바탕으로 당선안의 디자인을 짧은 기간 내에 설계 완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3차원 BIM으로 설계를 완성하였으며, 디자인 구현과 공기 단축을 위해 현장설계단(C.A)으로 

현장지원 했다. 짧은 설계 기간 내에 비정형 주제관을 완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첫째,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설계팀은 지리적 

공간의 시간차를 활용한 24시간 운영체계, 둘째, 대공간 친환경 설계(Transsolar)와 움직이는 전면벽(Knippers Helbig)의 특수 

설계를 위한 전문 협력업체와 협업체계, 섯째, 3차원 BIM을 통한 설계 database 구축이다. 마지막으로 비정형 설계의 실현을 

위한 현장설계(C.A)를 통해 디자인 의도가 유지되었으며, 3차원 BIM을 통한 사전 목업으로 짧은 공기내 완공을 가능케 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관

Theme Pavilion of Expo 2012 Yeosu, Korea Excellence Award, Korean Architecture Award, 2012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M
USEUM

 & CONVENTION



M
USEUM

 & CONVENTION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대지면적: 53,301.90㎡

건축면적: 7,702.12㎡

연면적: 18,522.86㎡

설계년도: 2012

준공년도: 2013

Location: Seo-gu, Gwangju     

Site Area: 53,301.90㎡

Building Area: 7,702.12㎡

G.F.A: 18,522.86㎡

Design: 2012

Completion: 2013

김대중컨벤션센터 증축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Extension Winner, Design Competition, 2012 
The first prize, Gwangju Architectural Award, 17th

2012 현상설계 당선

제 17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금상

M
USEUM

 & CONVENTION



M
USEUM

 & CONVENTION

Winner, Design Competition, 2011 
2011 지명현상설계 당선

대지위치: 서울시 동작구  

대지면적: 709.4㎡

연면적: 3,155.29㎡

설계년도: 2011

준공년도: 2015

Location: Dongjak-gu, Seoul     

Site Area: 709.4㎡

G.F.A: 3,155.29㎡

Design: 2011

Completion: 2015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Kimyoungsam President Memorial Library

본 프로젝트는 김영삼 민주센터에서 동작구 상도동에 건립하는 기념도서관으로서 전시와 도서, 

강당, 사무공간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4개사 지명현상으로 진행된 후 dmp안이 선정되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사부지에 주변의 도심가로와 건물들의 맥락을 아우르면서도 한 국가의 

대통령을 지낸 정치가이자, 역사적 개인으로서의 시대정신과 삶을 건물에 담아내고자 하였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속가능한 건축적 가치를 지닌 계획안을 만들고자 하였다.



새로운 도청사가 들어서는 자리는 너무도 분명한 도시의 논리가 있었다. 위성에서 본 사진도, 시가지 지도도, 그냥 땅에서 

바라본 도시의 풍경도 모두 하나의 강렬한 인상을 지니고 있었다. 국내 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 도시라고 자랑하는 창원의 곧고 

반듯한 도시의 체계가 그것이다. 더욱이 청사의 위치는 그 도시체계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가로의 축이 시작되는 자리에 있다. 

사실 경쟁설계는 주어진 공간의 요구와는 별개로 구부리고 꺾이고...어떻게든 건물자체의 트랜디한 매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건물의 모양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땅으로 끌어와 저층부에서 자연스럽고 유연한 공간을 풍부하게 만들어냄으로서 걱정되었던 경직성 없이 도시가 요구하는 

상징성을 유지하면서도 부드운 이미지의 열린 청사를 계획할 수 있었다.

GOVERNM
ENT FACILITIES

Winner, Kolon E&C Consortium Turnkey, 2008
2008 코오롱건설컨소시엄 턴키 당선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대지면적: 168,648㎡

건축면적: 10,134.16㎡

연면적: 52,937.45㎡

설계년도: 2008

준공년도: 2010

Location: Changwon-si, Gyeongsangnam-do     

Site Area: 168,648㎡

Building Area: 10,134.16㎡

G.F.A: 52,937.45㎡

Design: 2008

Completion: 2010

경상남도 도청사 별관 증축 및 리모델링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Annex Extension of Building & 
Main Building Remodeling



국회 제2의원회관은 기존 국회의원회관이 갖고 있던 기능과 형태의 질서를 그대로 연장하여,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과 자연을 향해 열린 특별한 상징성을 만들고자 했다. 전통적인 곡선미를 담고 

연장되는 건물의 날개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무공간으로써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마스터플랜에서의 

녹지흐름과 한강과 샛강의 자연경관을 건물내부로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상징을 만들어낸다. 하루 1,000여명 이상의 

방문객은 Free Zone인 1층 National Plaza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으며, 2층 National Forum에서 

전시회,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의원과 교류한다. 또한 6층 National Lounge는 의정홍보와 함께 한강과 

샛강으로 열린 시원한 조망을 제공한다. 동일 기능을 동일 층에 그대로 연장하여 사무공간으로써의 기능강화와 

운영효율을 확보하고, 구역별 보안시스템이 단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되게 된다. 

GOVERNM
ENT FACILITIES

Winner, Taeyoung Consortium Turnkey, 2008
2008 태영건설컨소시엄 턴키 당선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대지면적: 330,579.00㎡

건축면적: 18,136.26㎡

연면적: 76,689.04㎡, 리모델링: 57,763.39㎡

설계년도: 2008

준공년도: 2011

Location: Yeongdeungpo-gu, Seoul     

Site Area: 330,579.00㎡

Building Area: 18,136.26㎡

G.F.A: 76,689.04㎡, Remodeling: 57,763.39㎡

Design: 2008

Completion: 2011

국회 제2의원회관 신축 및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

2nd Senator's House and Remodeling of 
Existing Senator's House

태영건설 + 정림건축 + dmp



GOVERNM
ENT FACILITIES

Winner, GS E&C Consortium Turnkey, 2011
2011 GS건설컨소시엄 턴키 당선

대지위치: 세종시 나성동   

대지면적: 56,682㎡

건축면적: 13,295.54㎡

연면적: 80,122.89㎡

설계년도: 2011

준공년도: 2013

Location: Naseong-dong, Sejong City     

Site Area: 56,682㎡

Building Area: 13,295.54㎡

G.F.A: 80,122.89㎡

Design: 2011

Completion: 2013

세종시 정부청사 2-1구역

Government Office Complex in Sejong City

GS건설 컨소시엄으로 진행된 세종시 정부청사 2-1구역 건립공사는 기존 마스터플랜에 콘텍스트를 고려한 

“새로운 청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웰컴시티 개념을 더해서 전체를 보완, 발전시키는 설계개념으로 

하여 플랫시티에 오픈시티 개념과 링크시티에 워킹시티 개념, 제로시티에 에코시티 개념을 더하여 완성했다. 

플랫•오픈시티는 마스터플랜의 핵심인 평평한 지붕면과 지붕선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 역동적인 

게이트 디자인으로 시민에게 개방된 하부 공간을 계획한 것이며, 링크•워킹시티는 차도로 분절된 저층부 

공통지원시설을 보행데크를 통해 수평적으로 연계하고 청사 내, 외부 공간의 소통을 통해 시민에게 열린 

청사의 역할을 하고자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로•에코시티는 실내외 중정을 통한 자연채광과 바람길 

효과로 에너지 저소비계획 그리고 옥상녹화, 우수재활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자원의 재순환을 통한 

탄소저감 계획으로 개념을 구현하였다. 2013년 11월 준공 되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등 7개 기관 중앙부처 직원 

1700여 명이 입주하여 사용되고 있다.

GOVERNM
EN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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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FACILITIES

Excellence Award, Korean Architecture Award, 2013
Excellence Award, Seoul Architectural Award, 30th

2013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제 30회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

이화여자대학교 전체 배치도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대지면적: 540,419.30㎡

건축면적: 87,222.28㎡

연면적: 475,241.16㎡

설계년도: 2009

준공년도: 2012

Location: Seodaemun-gu, Seoul     

Site Area: 540,419.30㎡

Building Area: 87,222.28㎡

G.F.A: 475,241.16㎡

Design: 2009

Completion: 2012

이화여자대학교 종합과학관 D동

Ewha Womans University Science Building D

1. 공학관

2. 사범관

3. 인문관

4. 종합과학관

5. 종합과학관 C동

6. 기숙사

7. 법학관

8. 중앙도서관

9. 첨단강의동

10. 약학관

11. 학생문화관

12. 교육문화관

13. 이화 SK텔레콤관

14. 이대교회

15. 국제교육관

16. 박물관

17. 종합과학관 D동

18. 음악당

19. 국제기숙사

20. 조소과

EDUCATIONAL FACILITIES

기존 종합과학관 시설(A,B,C동)은 건립시기의 차이와 그 공간을 점유하는 연구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접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연결은 최소로 이뤄져 있었다. 최초 계획 대상지는 기존 종합과학관 사이의 협소한 사이트에 

계획되었고, 독립적인 기존의 건물과의 연계는 고려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구릉지 상부에 위치, 오래된 수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새로 계획되는 D동에 의한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구릉지 상부 계획 규모를 축소하고, 기존 

계단과 연결다리의 경사지에 순응하는 테라스형 건물을 계획하였다.  

종합과학관 D동은 학문간 융합이라는 과학계의 변화 및 기존 가치와 새로운 가치가 서로 상충되지 않으면서 공존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하였으며, 건축주의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충족함과 동시에 단절된 기존 건물의 얼개를 재구성하였다.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으로 선정된 이 작품은 2009년 설계하여 2012년 완공되었다.



EDUCATIONAL FACILITIES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대지면적: 540,419.30㎡

건축면적: 6,443.95㎡

연면적: 25,780.80㎡

설계년도: 2011

준공년도: 2014

Location: Seodaemun-gu, Seoul     

Site Area: 540,419.30㎡

Building Area: 6,443.95㎡

G.F.A: 25,780.80㎡

Design: 2011

Completion: 2014

이화여자대학교 산합협력관 

Ewha Womans University Industry-Academy Cooperation Building



경남창원 과학연구 복합파크는 창원, 마산, 진해 세도시가 통합돼, 그 역량이 한층 강화되듯이, 첨단과학, 국제영재, 그리고 

녹색에너지가 하나되어 시너지를 만드는 글로벌 시너지 파크(Global synergy park)를 지향한다. 주요시설로서 첨단 

R&D센터, 국제과학영재센터, 녹색성장센터가 들어서며 외부에서도 각각 독립적 인지가 되도록 구성하고, 공용지원시설인 

국제회의실 및 식당, 각종 편의시설들은 저층부에 통합 구성하여, 복합파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미래를 지향하는 경남 창원의 랜드마크를 위해, 도시 어느 방향에서도 다이나믹한 매스를 인지할 수 있는 다방향적인 

조형과, 프로그램의 재구성(regrouping)을 통해 각 시설의 독립 및 연계성을 고려하였으며, 지역시민과 연구원들을 위한 

개방적 교류공간(deck)도 함께 배려한 인터랙티브 콤플렉스(Interactive complex)를 실현하였다. 특히, 일반 R&D센터와는 

차별화되는 복합파크로서의 창의적 공간(Creative space)을 위해, 국제과학영재센터의 별도 전용공간구성, 이용편의와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학생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배치, 최적의 연구환경과 임대전용률을 고려한 R&D센터 평면계획등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맞춤형 설계로서 시설 곳곳에 기능과 공간을 최대한 배려하였다. 

RESEARCH FACILITIES

Winner, Hanwha E&C Consortium Turnkey, 2010
2010 한화건설컨소시엄 턴키 당선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대지면적: 8,663㎡

건축면적: 3,199.02

연면적: 31,340.38㎡

설계년도: 2010

준공년도: 2013

Location: Changwon-si, Chungcheongnam-do     

Site Area: 8,663㎡

Building Area: 3,199.02㎡

G.F.A: 31,340.38㎡

Design: 2010

Completion: 2013

경남 창원 과학연구 복합파크

Gyeong-nam Changwon Science & Research Complex Park



RESEARCH FACILITIES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대지면적: 10,244㎡

연면적: 56,955㎡

설계년도: 2011

준공년도: 2014 

Location: Seongnam-si, Gyeonggi-do     

Site Area: 10,244㎡

G.F.A: 56,955㎡

Design: 2011

Completion: 2014 

차그룹 판교 종합연구원

CHA Pangyo Bio Medical Research Center



RESEARCH FACILITIES

이 건물은 Site가 갖는 상징성과 더불어 도시적인 맥락에 대응하는 배치, 주변 자연과 소통하는 

매스형태를 통해 테크노밸리의 관문으로서 Gate를 드러낸다. 외부의 자연을 내부로 들이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소통은 입면의 모습으로 NC soft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대지면적: 11,531.00㎡

건축면적: 6,499.12㎡

연면적: 81,221.02㎡

설계년도: 2008

준공년도: 2013

Location: Seongnam-si, Gyeonggi-do     

Site Area: 11,531.00㎡

Building Area: 6,499.12㎡

G.F.A: 81,221.02㎡

Design: 2008

Completion: 2013

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

NC Soft Pangyo R&D Center Grand Prize, Gyeonggi Architecture Culture Award, 2014
Excellence Award, Korean Architecture Award, 2014

2014 경기도 건축문화상 대상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RESEARCH FACILITIES



RESEARCH FACILITIES

대지위치: 카타르 도하  

연면적: 44,648㎡

설계년도: 2011

Location: Doha, Qatar     

G.F.A: 44,648㎡

Design: 2011

하마드 메디컬 시티에 새롭게 들어서게 될 생의학 연구소 및 유전자 은행은 과학연구 발전을 위해 고무적이고 

실용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카타르의 염원의 상징이자 하마드 메디컬 시티 도시정체성의 대표작이다. 이 건물은 

연구원들에게 최첨단 실험공간과 협업을 위한 열린 환경을 제공하여 연구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한편 카타르 유전자 은행의 경우 연구시설로써의 기능뿐 아니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안락함을 고려하였다. 

기존의 평범하고 진부한 중정을 가진 긴 병동에서 빛과 그림자의 연출로 이루어진 Aritrium으로 각 부분이 융합된 

TRI & Qatari Bio-Bank는 2015년을 목표로, 준공시 약 400여명의 연구자와 스태프를 수용하는 중동의 생의학을 

선도하는 연구소에 걸 맞는 쾌적하고 창의적인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하마드 메디컬 시티, 생의학연구소 및 유전자은행

Hamad Bin Khalifa Medical City
Translational Research Institute & Bio Bank, Qatar



HEALTHCARE FACILITIES

대지위치: 카타르 도하  

대지면적: 500,000㎡

연면적: 219,544㎡

설계년도: 2011

준공년도: 2016

Location: Doha, Qatar     

Site Area: 500,000㎡

G.F.A: 219,544㎡

Design: 2011

Completion: 2016

하마드 메디컬 시티

Hamad Bin Khalifa Medical City Hospital

HEALTHCARE FACILITIES



HEALTHCARE FACILITIES

창원경상대학교병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angwon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대지면적: 

의료시설-68,767.10㎡

장례식장-4,295.00㎡   

연면적: 

의료시설-104,668.16㎡

장례식장-4,028.28㎡ 

설계년도: 2012

Location: Changwon-si, Gyeongsangnam-do     

Site Area: 

Medical institution - 2,264.4㎡

Funeral home - 4,295.00㎡  

G.F.A: 

Medical institution - 104,668.16㎡

Funeral home - 4,028.28㎡

Design: 2012

HEALTHCARE FACILITIES

대지위치: 서울시 관악구   

대지면적: 3,895.659㎡

연면적: 5,699.75㎡

설계년도: 2014

Location: Gwanak-gu, Seoul     

Site Area: 3,895.659㎡

G.F.A: 5,699.75㎡

Design: 2014

서울대학교 반려동물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Veterinary Medical Teaching Hospital

Winner, Design Competition, 2014
2014 현상설계 당선



OFFICES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지면적: 24,042.50㎡  

건축면적: 5,400.76㎡  

연면적: 85,660.22㎡ 

설계년도: 2011

준공년도: 2013

Location: Yeonsu-gu, Incheon     

Site Area: 24,042.50㎡

Building Area: 5,400.76㎡    

G.F.A: 85,660.22㎡

Design: 2011

Completion: 2013

G 타워 _ 유엔 녹색기후기금 본부

G Tower

대우건설 + 해안건축 + dmp

Winner, Daewoo E&C Consortium Turnkey, 2011
Grand Prize, Incheon Architecture Award, 2013

2011 대우건설컨소시엄 턴키 당선

2013 인천광역시 건축상 대상

OFFICES



OFFICES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대지면적: 3,247.00㎡

건축면적: 1,346.11㎡   

연면적: 51,377.26㎡ 

설계년도: 2009

준공년도: 2013

Location: Jung-gu, Seoul     

Site Area: 3,247.00㎡    

Building Area: 1,346.11㎡

G.F.A: 51,377.26㎡

Design: 2009

Completion: 2013

AIA-Tower는 도심재개발사업으로 변전소와 공원을 맞바꾸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지역의 

재개발을 최종 완료한 프로젝트입니다. 초기 생각들도 서고에 마지막으로 책을 꽂아넣는 

듯한 기분으로 시작되었고 외부의 모습은 기존의 유리커튼월을 탈피해 알미늄바를 

디자인요소로 적극 활용해 한옥의 발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으로 기존의 도심의 오피스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고 주변환경을 적극 활용한 후면 전시장의 까페 N:Tee는 

건물과 도심의 공원을 연계해 여타 도심 건물에서 맛 볼 수 없는 여유로움 또한 갖게 한다.

AIA 타워

AIA Tower Excellence Award, Seoul Architecture Award, 32th
제 32회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



HOSPITALITY FACILITIES

대지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대지면적: 557,000.00㎡   

건축면적: 39,575.72㎡ 

연면적: 43,033.25㎡ 

설계년도: 2014

Location: Gyeongju-si, Gyeongsangbuk-do     

Site Area: 557,000.00㎡

Building Area: 39,575.72㎡

G.F.A: 43,033.25㎡

Design: 2014

경주 블루원 리조트

Gyeongju Blueone Resort Winner, Design Competition, 2014 
2014 지명현상설계 당선

HOSPITALITY FACILITIES



HOSPITALITY FACILITIES

대지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대지면적

2블록:12,109.00㎡

3블록:46,055.00㎡

건축면적

2블록:7,242.27㎡ 

3블록:11,557.78㎡

연면적

2블록:64,779.93㎡

3블록:259,555.89㎡  

설계년도: 2015

Location: Yeosu-si, Jeollanam-do     

Site Area

2block: 12,109.00㎡

3block: 46,055.00㎡

Building Area

2block: 7,242.27㎡

3block: 11,557.78㎡

G.F.A

2block: 64,779.93㎡

3block: 259,555.89㎡

Design: 2015

여수웅천지구 C4-2, 3블록 주거복합

Mixed-Use Residential,
Yeosu Ungcheon New Complex City C4-2, 3 Block



HOSPITALITY FACILITIES

대지위치: 부산진해 

대지면적: 44,930.8000㎡ 

건축면적: 5,957.1504㎡ 

연면적: 92.349.3978㎡ 

설계년도: 2014

Location: Nam-gu, Gwangju     

Site Area: 44,930.8000㎡

Building Area: 5,957.1504㎡

G.F.A: 92.349.3978㎡

Design: 2014

창원 남문지구 A4BL 시티프라디움

City Pradium, Changwon Nammoon District A4Block



평균 20°이상의 가파른 경사, 인접슬로프보다 낮은 북사면대지, 분양을 전제로하는 새로운 

item개발… 본 프로젝트를 처음 접하고는 바둑의 묘수풀이와도 같은 대지해석의 묘(妙)를 찾는데 

두달여의 시간을 소비해야했다. 자연과 함께하는 4계절 종합리조트의 매력을 만드는 요소로서 

이러한 위기를 이용하는 순발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프로젝트이기에 대지를 읽는 다양한 검증이 

중요한 설계과정이었고, 이러한 검증을 통해 선정된 몇 개의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또한 중요한 과제였었다. 대지의 흐름은 설경의 아름다움을 담고, 인접 슬로프가 확장된 

앞마당(apron)과, 독립성이 강조된 주동의 style은 하이원리조트가 꿈의 4계절 리조트 명품리조트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준다.

HOSPITALITY FACILITIES

Winner, Daewoo E&C + Hyundai E&C Consortium Turnkey, 2008
2008 대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 턴키 당선

대지위치: 강원도 정선군  

대지면적: 

Valley: 86,110.24㎡

Mountain: 48,310.96㎡   

건축면적: 

Valley: 64,198㎡

Mountain: 31,195㎡ 

설계년도: 2008

준공년도: 2011

Location: Jeongseon-gun, Gangwon-do       

Site Area: 

Valley: 86,110.24㎡   

Mountain: 48,310.96㎡ 

Building Area: 

Valley: 64,198㎡   

Mountain: 31,195㎡

Design: 2008

Completion: 2011

하이원 리조트 콘도

High one Resort Condominium



RETAILS FACILITIES dmp+Jerde Partners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대지면적: 60.408.00㎡

연면적: 136,825.455㎡

설계년도: 2011

준공년도: 2011

Location: Cheonan-si, Chungcheongnam-do     

Site Area: 60.408.00㎡  

G.F.A: 136,825.455㎡

Design: 2011

Completion: 2011

천안 아라리오 복합상업시설은 약 2만평 부지에 천안 터미널과 함께 백화점, 영화관, 상업공간, 조각공원으로 이루어진 

복합 상업시설이다. 터미널과 기존 백화점이 같이 있던 EAST(터미널동)동의 수평증축과 신세계 천안점이 입점하면서 

백화점 외부입면 계획과 함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아라리오 복합상업시설은 다른 상업시설과는 다르게 오랜기간 증축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건물 층의 레벨은 

서로 달랐으며 또한 이런 건물들이 수평으로 긴 매스처럼 형성되어 있었다. 여러 군의 건물을 하나의 축으로 내부를 

연결하는 것과 들쑥날쑥한 입면를 정리하고 통일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다. 내부 동의 연결을 위해 영화관을 두 관을 

제거하여 WEST동과 EAST동을 연결, 연결 층에 있는 푸트코트와 영화관 메인홀은 위치가 변함에 따라 리모델링 하였다. 

두 상업공간은 동선의 흐름의 유입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주안점으로 디자인하였다. 아라리오 임원실은 클라이언트 

성향과 기능에 맞추어 리모델링 하였다.

신세계백화점 천안점 리모델링

Cheonan Shinsegae Department store Remodeling

RETAILS FACILITIES



RETAILS FACILITIES

IKEA 광명점

IKEA,Gwangmyeong

대지위치: 경기도 광명시   

대지면적: 78,450.2㎡

건축면적: 43,346.22㎡

연면적: 256,168.15㎡

설계년도: 2012

준공년도: 2014

Location: Gwangmyeong-si, Gyeonggi-do     

Site Area: 78,450.2㎡

Building Area: 43,346.22㎡

G.F.A: 256,168.15㎡

Design: 2012

Completion: 2014

RETAILS FACILITIES



SPORTS FACILITIES

Winner, Hyundai E&C Consortium Turnkey, 2008
2008 현대건설 컨소시엄 턴키 당선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대지면적: 286,664㎡

건축면적: 56,182.50㎡

연면적: 80,073.70㎡

설계년도: 2008

준공년도: 2011

Location: Hwaseong-si, Gyeonggi-do     

Site Area: 286,664㎡

Building Area: 56,182.50㎡

G.F.A: 80,073.70㎡

Design: 2008

Completion: 2011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Hwaseong Sports Complex

종합경기장은 그 거대한 규모로 인해 도시적으로 충분한 임펙트가 있다.

화합의 장소이자 유기적인 디자인으로 지역시회의 큰 역할을 할 종합경기타운을 창조하고자 했다.

주경기장+실내체육관은 독립적으로 추상적 예술성을 지닌 간결한(minimal)한 기하학적 형태를 띠고 있다. 개개의 

건축물(singular vision)을 복합적인 프로그램 융합으로 디자인했으며, 산, 강, 구름의 형태를 상기시키는 굽이치는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와 같이 자연형상을 닮은 상징적 기하학 형태의 주경기장+실내체육관은 화성의 도시적 

랜드마크로서 재탄생되어 화성과 다른 도시를 연결시킨다. 화성종합경기타운은 축구 및 육상경기를 위한 35,000석 규모의 

주경기장, 5,0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2,000석 규모의 보조경기장으로 구성된다. 스포츠 건축물로서 최신 트랜드를 나타내는 

현대적이고 예술적인 요소들로 구성하고자 한다. 화성종합경기타운은 스포츠 종합타운을 넘어 이 곳을 둘러싼 자연 지형과 지역 

사회와의 조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화성을 대표하는 건축적인 전시물(showpiece)이 될 것이다. 주경기장+ 

실내체육관의 관계성은 여타의 스포츠 종합타운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시너지를 창조하고 있다.

현대건설 + 정림건축 + dmp

SPORTS FACILITIES



SPORTS FACILITIES

대지위치: 사우디아라비아  

연면적: 29.752066㎡

설계년도: 2013

준공년도: 2015

Location: Saudi Arabia     

G.F.A: 29.752066㎡

Design: 2013

Completion: 2015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Multipurpose Sports Hall And Athletic Stadium, KASC

SPORTS FACILITIES



SPORTS FACILITIES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면적: 13,322.50㎡

연면적: 21,486.55㎡

설계년도: 2010

준공년도: 2013

Location: Suseong-gu, Deagu     

Building Area: 13,322.50㎡

G.F.A: 21,486.55㎡

Design: 2010

Completion: 2013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육상진흥센타

IAAF World Championships Deagu 2011 Training Center Winner, Samsung E&C Consortium Turnkey, 2010
Grand Prize, Deagu Architecture Award, 23th

2010 삼성건설 컨소시엄 턴키 당선

제 23회 대구시 건축상 우수상

SPORTS FACILITIES



TRAFFIC FACILITIES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연면적: 139,324㎡

설계년도: 2012

Location: Jung-gu, Incheon     

G.F.A: 139,324㎡

Design: 2012

인천국제공항 터미널2 교통센터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2 Transportation Center Winner, Technical Proposal Competition, 2012
2012 기술제안 당선

TRAFFIC FACILITIES



2011년 제안입찰 당선 후 약 7개월의 짧은 설계기간 동안 축구장 7개 면적의 크기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의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21C장강격'이라 명명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젊은 두 회사인 NAVER의 인재들과 dmp의 인재들이 모여 최첨단 데이터센터를 가장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만들어 보자는 목표를 구현하기 시작하였다. 디자인 방향은 산자락의 시골풍경인 다랑이 논을 

이미지화하여 건축물의 위계를 낮추며 구봉산 자락의 절토와 성토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냉각을 위한 배치와 주변 자연환경인 바람, 물, 태양을 최대한 활용한 설계로 P.U.E를 낮추고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으로 접근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미국 친환경 인증 

등급인 LEED V2009 (V3버전)로 전세계 데이터센터 최초로 LEED PLATINUM을 2013년 5월에 획득하고 

2013년 6월에 준공하였다.  

DATA CENTER

Sustainable
Sites

Water
Efficiency

Energy &
Atmosphere

Materials &
Resources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Innovation
in Operations
& Regional
Priority

data centerNAVER

영향을체계적으로줄이고자했다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미국그린빌딩위원회가만든자연친화적빌딩건축물에부
여하는친환경인증제도로는건물을짓기위한
대지선정부터설계시공운영등전단계에걸쳐생태계에미치는

데이터센터는미국친환경인증등급인버전로
전세계데이터센터최초로을년월에획득하였다

dmp+Kuma Kengo

대지위치: 강원도 춘천시   

건축면적: 14,636.52㎡

연면적: 46,643.47㎡

설계년도: 2011

준공년도: 2013

Location: Chuncheon-si, Gangwon-do     

Building Area: 14,636.52㎡

G.F.A: 46,643.47㎡

Design: 2011

Completion: 2013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NAVER Data Center GAK Excellence Award, Korean Architecture Award, 2014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DATA CENTER



DATA CENTER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대지면적: 4,862㎡

건축면적: 1,941㎡

연면적: 18,541㎡

설계년도: 2007

준공년도: 2011

Location: Yongin-si, Gyeonggi-do     

Site Area: 4,862㎡

Building Area: 1,941㎡  

G.F.A: 18,541㎡

Design: 2007

Completion: 2011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대지면적: 4,775.00㎡

연면적: 14,897.29㎡

설계년도: 2009

준공년도: 2011

Location: Yongin-si, Gyeonggi-do     

Site Area: 4,775.00㎡  

G.F.A: 14,897.29㎡

Design: 2009

Completion: 2011

한화그룹 통합데이터센터 동부화재 데이터센터

Hanhwa Data Center Dongbu Insurance Data Center

DATA CENTER

대지위치: 서울시 강동구   

대지면적: 1,833,00㎡

건축면적: 1,029.60㎡

연면적: 13,136.55㎡

설계년도: 2012

준공년도: 2014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대지면적: 29,980.00㎡

건축면적: 2,700.95㎡

연면적: 10,035.42㎡

설계년도: 2010

준공년도: 2012

Location: Paju-si, Gyeonggi-do     

Site Area: 29,980.00㎡ 

Building Area: 2,700.95㎡ 

G.F.A: 10,035.42㎡

Design: 2010

Completion: 2012

Location: Gangdong-gu, Seoul     

Site Area: 1,833,00㎡ 

Building Area: 1,029.60㎡ 

G.F.A: 13,136.55㎡

Design: 2012

Completion: 2014

현대자동차그룹 전산센터 나이스그룹 데이터센터

Hyundai Motor Group Data Center NICE Group Data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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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복합교육센터
Anseong Culture Community Center 2014
대지위치: 경기도 안성시

대지면적: 37,292㎡

건축면적: 7,229.24㎡

연면적: 18,907.34㎡ 

턴키

세종시 아트센터
Sejong Art Center 2013
대지위치: 세종시 나성동

대지면적: 43,493㎡

건축면적: 9,826.85㎡

연면적: 15,356.15㎡ 

현상설계 당선

아산문예회관
Asan Cultural Art Center 2014
대지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대지면적: 46,525㎡

건축면적: 7,289.07㎡

연면적: 10,677.64㎡ 

현상설계 

김해 율하복합문화센터
Gimhae Yulha Cultural Complex 2013
대지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대지면적: 12,228.70㎡

건축면적: 5,979.05㎡

연면적: 16,399.00㎡

현상설계  

서울대학교 문화관 
Cultural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6
대지위치: 서울시 관악구

대지면적: 12,100㎡ 

연면적: 25,480.86㎡

현상설계 당선

KBS 아레나 리모델링 
KBS ARENA Remodeling 2015
대지위치: 서울시 강서구

연면적: 18,778.95㎡ 

부산오페라하우스
Busan Opera House 2012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지면적: 16,400㎡

연면적: 12,800㎡ 

국제지명현상설계 

롯데 콘서트홀
Lotte Concert Hall 2012
대지위치: 서울시 송파구

대지면적: 87,100㎡

연면적: 13,223㎡  

대구 콘서트 하우스
Daegu Concert House 2011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대지면적: 10,330.60㎡

건축면적: 7,789.23㎡

연면적: 26,714.73㎡

턴키 당선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리모델링
Seoul Arts Center Towol Theater Remodeling 2011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대지면적: 6,108㎡

턴키 당선   

ARTS CENTER 공연·예술시설

익산복합문화센터
Iksan Culture Complex Center 2009
대지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대지면적: 21,245.00㎡

건축면적: 5,896.26㎡

연면적: 12,054.67㎡

BTL   

통영시 윤이상 국제음악당
Tongyeong International Concert Hall 2009
대지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대지면적: 33,058㎡

건축면적: 3,833.85㎡

연면적: 14,727.39㎡ 

턴키 

한강예술섬 서울 공연예술센터
Seoul Performing Arts Center 2009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대지면적: 52,391㎡

건축면적: 30,108㎡

연면적: 55,307㎡ 

국제지명현상설계 당선

송도국제도시 송도아트센터
Songdo Arts Center 2008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송도

대지면적: 문화단지-61,585㎡, 지원단지-31,738㎡

건축면적: 문화단지-24,403㎡, 지원단지-31,738㎡

연면적: 문화단지-108,996㎡, 지원단지-308,127㎡ 

지명현상설계 당선

ARTS CENTER 공연·예술시설



현대자동차 고양 오토컴플렉스
Hyundai Motor Group 
Goyang Auto Complex 2014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대지면적: 16,719.10㎡

건축면적: 9,266.94㎡

연면적: 64,768.58㎡

의림지 역사박물관
Uirimji Museum of History 2013
대지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대지면적: 27,397.00㎡

건축면적: 2,698.55㎡

연면적: 4,172.72㎡

현상설계

2015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2015 Expo Milano Korea Pavilion 2014
대지위치: 이탈리아 밀라노 

대지면적: 3,880㎡

건축면적: 2,156.97㎡

연면적: 3,731.75㎡

현상설계

신안 김환기 미술관
Sinan Kimwhanki Arts Museum 2012
대지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대지면적: 16,817㎡ 

건축면적: 3,555㎡

연면적: 4,585㎡

현상설계 당선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President Park Chung-hee
History Museum 2016
대지위치: 경상북도 구미시 

대지면적: 35,289㎡

연면적: 4,185.31㎡

현상설계

수원컨벤션
Suwon Convention Center 2015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대지면적: 50,122.00㎡

건축면적: 21,575.69㎡

연면적: 94,692.32㎡

현상설계

렛츠런파크 영천
Let's Run Park, Yeongcheon 2015
대지위치: 경상북도 영천시 

대지면적: 1,474,883㎡

건축면적: 72,978.10㎡

연면적: 89,135.00㎡

현상설계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New Changwon Exhibition Convention Center 2014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대지면적: 39,817.10㎡

건축면적: 증축- 23,735.02㎡

연면적: 증축- 79,401.31㎡

현상설계

MUSEUM & CONVENTION 전시시설

대통령 기록관 실시설계 기술제안
Presidential Archives Technical Proposal 2012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대지면적: 27,998.00㎡

연면적: 31,219.10㎡

안동 세계 물포럼 기념센터
Andong World Water Forum Pavilion 2014
대지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대지면적: 43,665.00㎡

건축면적: 2,523.18㎡

연면적: 2,794.27㎡

김대중컨벤션센터 증축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Extension 2012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대지면적: 53,301.90㎡

건축면적: 7,702.12㎡

연면적: 18,522.86㎡  

현상설계 당선 

동의참누리원 영천지구_한의마을
Dongeui Chamnuri, Yeongcheon District_
Theme Village for Oriental Medicine 2012
대지위치: 경상북도 영천시 

대지면적: 78,600.00㎡

건축면적: 4,397.82㎡

연면적: 5,857.47㎡ 

현상설계 당선 

2012 여수엑스포 SK관
SK Telecom Pavilion of Expo 2012 Yeosu, 
Korea 2011
대지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대지면적: 1,960㎡

건축면적: 871.32㎡

연면적: 2,211.71㎡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Kimyoungsam President Memorial Library 2011
대지위치: 서울시 동작구

대지면적: 709.4㎡

건축면적: 354.55㎡

연면적: 3,155.29㎡ 

지명현상설계 당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10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대지면적: 27,354㎡

건축면적: 11,016.56㎡

연면적: 42,137.56㎡  

현상설계 

2012 여수엑스포 현대자동차관
Hyundai Motor Group Pavilion 
of Expo 2012 Yeosu, Korea 2011
대지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대지면적: 1,953㎡

연면적: 2623.6㎡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2010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건축면적: 2,877.03㎡

연면적: 9,933.95㎡  

현상설계 

MUSEUM & CONVENTION 전시시설

가야국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Gaya History Route Reappearance & 
Connectio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 2012
대지위치: 경상북도 고령군 

대지면적: 106,845㎡

건축면적: 2,901.08㎡

연면적: 6,028.07㎡

현상설계 

부산과학관
Busan Science Museum 2012
대지위치: 부산시 기장군

대지면적: 113,107.00㎡

건축면적: 12,892.32㎡

연면적: 23,684.39㎡

턴키 당선  

해인아트 파빌리온
Haein Art Pavilion 2011
대지위치: 경상남도 합천군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관
International Pavilion of Expo 2012 Yeosu, 
Korea 2009
대지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대지면적: 68,800.00㎡

건축면적: 46,363.07㎡

연면적: 131,162.38㎡ 

현상설계 

송도국제도시 아쿠아리움
Songdo Aquarium 2008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송도

대지면적: 18,074㎡

건축면적: 4922.62㎡

연면적: 18,079.50㎡

지명현상설계

국립해양박물관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2008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지면적: 113,107.00㎡

건축면적: 12,892.32㎡

연면적: 23,684.39㎡

BTL  

MUSEUM & CONVENTION 전시시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관
Theme Pavilion of Expo 2012 Yeosu, Korea 2009
대지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대지면적: 8,860㎡

건축면적: 5,683.84㎡

연면적: 7,591.07㎡  

한강르네상스 난지한강공원 조형전망브리지
Hangang Renaissance Nanjipark Bridge 2008
대지위치: 서울시

한강 생명의 다리
Eco Bridge 2008
대지위치: 서울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Suncheon International Wetland Center 2010
대지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대지면적: 108,000㎡

연면적: 8,300㎡   

쿠웨이트 코즈웨이 방문자 센터
Visitor Centre, 
Sheikh Jaber Al Ahmed Al Sabah Causeway 2010
대지위치: 쿠웨이트

대지면적: 2200㎡

연면적: 2699.49㎡

   

안성시 복합교육센터
Anseong Culture Community Center 2014
대지위치: 경기도 안성시

대지면적: 37,292㎡

건축면적: 7,229.24㎡

연면적: 18,907.34㎡ 

턴키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Gwanggyo Cultural and Welfare Center 2011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대지면적: 역사박물관 8,492.00㎡, 노인/장애인복지시설 6,810.00㎡   

건축면적: 역사박물관 1,696.66㎡, 노인/장애인복지시설 1,207.30㎡   

연면적: 역사박물관 3,879.63㎡, 노인/장애인복지시설 7,277.29㎡

턴키 당선

순천시 시민교육문화공간
Suncheon Civil Facility of  
Education and Culture 2008
대지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대지면적: 26,160㎡

연면적: 13,649㎡  

현상설계 

김해 율하복합문화센터
Gimhae Yulha Cultural Complex 2013
대지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대지면적: 12,228.70㎡

건축면적: 5,979.05㎡

연면적: 16,339.00㎡

현상설계

방배 종합행정문화센터
Bangbae General Administrative & Cultural Center 2011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대지면적: 2,264.4㎡

건축면적: 1,128.78㎡

연면적: 13,619.39㎡ 

턴키 당선

익산복합문화센터
Iksan Complex Culture Center 2010
대지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대지면적: 2,264.4㎡

건축면적: 2,877.03㎡

연면적: 9,933.95㎡  

BTL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Hwaseoung Welfare Complex Town 2008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대지면적: 13,233.70㎡ 

건축면적: 4,609.40㎡

연면적: 17.924.41㎡

턴키

행정중심복합도시 3-3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3-3 Zone of Complex Community Center 
in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2014
대지위치: 세종시 소담동

대지면적: 8,196㎡

건축면적: 3,670.90㎡

연면적: 12,979.66㎡ 

현상설계

CULTURAL 문화시설



용인 한숲시티 도서관 및 스포츠센터 
Yongin HanShup City Library, Sports Center 2015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대지면적: 도서관: 8,130㎡ / 체육관: 12,700㎡ 

건축면적: 도서관: 1,622.32㎡ / 체육관: 2,524.19㎡

연면적: 도서관: 3,400.08㎡ / 체육관: 9,674.59㎡

서울대학교 문화관 
Cultural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6
대지위치: 서울시 관악구

대지면적: 12,100㎡ 

연면적: 25,480.86㎡

현상설계 당선

삼성전자 상생협력 아카데미
SAMSUNG Electronics Relationship Academy 2013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대지면적: 22,945.00㎡

건축면적: 4,407.76㎡

연면적: 24,277.69㎡ 

현상설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동 신축
Seoul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 2014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대지면적: 62,952.00㎡

건축면적: 4,296.33㎡

연면적: 14,438.95㎡

현상설계

마포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센터
Mapo Central Library & 
Youth Education Center 2014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대지면적: 8,029㎡

건축면적: 3,446.62㎡

연면적: 16,481.54㎡

현상설계

EDUCATION 교육시설

충북대학교 글로컬 교육·스포츠센터
Chungbuk National Univ. 
Glocal Education & Sports Center 2016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대지면적: 7,522.00㎡

건축면적: 5,656.24㎡

신한은행 연수원
Shinhan Bank Training Institute 2016
대지위치: 충청북도 진천군

대지면적: 128,708.00㎡

건축면적: 17.328.60㎡

연면적: 37,191.62㎡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3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지면적: 1,024.234㎡

건축면적: 99,643.80㎡

연면적: 550,668.20㎡

BTL

서울대학교 반려동물병원
Veterinary Medical Teaching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4
대지위치: 서울시 관악구

대지면적: 3,895,659.00㎡

건축면적: 1,469.00㎡

연면적: 5,699.60㎡

현상설계 당선

울산산학융합지구
Uisan Industry-University Convergence Campus 2013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대지면적: 115,710㎡

건축면적: 9,355.21㎡

연면적: 36,270.04㎡

현상설계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신관
New Dormitory, Ewha Womans University 2011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건축면적: 6,286.67㎡ 

이화여자대학교 조소과(야외석조장)
College of Sculpture, 
Ewha Womans University 2011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한양대학교 엔지니어링하우스
Engineering House, Hanyang University 2012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지면적: 517,046㎡

건축면적: 2,311.81㎡

연면적: 12,942.15㎡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당 리모델링
Remodeling, College of Music Building 
Remodel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1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건축면적: 2,877.03㎡

연면적: 25,780.80㎡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관
Institute for Industry-Academy Cooper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1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건축면적: 6,443.95㎡

연면적: 25,780.80㎡ 

이화여자대학교 제 2 산합협력관
2nd Industry-Academy Cooperation
Build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6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대지면적: 7,274.19㎡

건축면적: 1,818.00㎡

연면적: 13,417.68㎡

이화여자대학교 종합과학관 D동
College of Science Building D, 
Ewha Womans University 2009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대지면적: 540,419.30㎡

건축면적: D-1동: 1,607.31㎡, D-2동: 1,516.46㎡

연면적: D-1동: 4,833.00㎡, D-2동:  5,249.42㎡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기숙사
International Dormitory, 
Ewha Womans University 2009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대지면적: 540,419.30㎡

건축면적: 86,523.51㎡

연면적: 475,127.32㎡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College of Humanities, 
Ewha Womans University 2008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파주캠퍼스 마스터플랜
Paju Campus Master plan, 
Ewha Womans University 2008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대지면적: 299,425㎡

건축면적: 43,202㎡

연면적: 216,252㎡

EDUCATION 교육시설



신라대학교 종합강의동 및 제 3기숙사
Multimedia Lecture Hall, Silla University 2009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시설
DGIST_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2010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지면적: 491,454.88㎡

연면적: 192,317.75㎡

BTL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산학연구동
Institute for Industry-Academy Cooperation, 
Jukjeon Campus, Dankook University 2009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대지면적: 1,015,729.00㎡

연면적: 11,751.50㎡   

KAIST 기초과학동
KAIST Basic Science Building 2010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지면적: 5,377.29㎡

건축면적: 1,916.05㎡

연면적: 12,409.18㎡ 

현상설계 

신라대학교 박영관
Parkyoung Building, Silla University 2009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면적: 695,15㎡

연면적: 1581,06㎡ 

신라대학교 국제기숙사
International Dormitory, Silla University 2009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면적: 2,288.29㎡

연면적: 13,084.10㎡   

신라대학교 실험실습동
Experimentation Practical Training, 
Silla University 2009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면적: 773.69㎡

연면적: 1475.11㎡   

Zero Emission School
Zero Emission School 2011
대지위치: 충청북도 진천군

대지면적: 14,052.74㎡

건축면적: 5,604.55㎡

연면적: 13,974.75㎡

블랙야크 연수원
Jeju Black-Yak Resort 2012
대지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대지면적: 89,240.00㎡

건축면적: 13,145.95㎡

연면적: 20,322.47㎡

용인송담대학 마스터플랜
Yong-in Songdam College Masterplan 2011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대지면적: 102, 511㎡

건축면적: 9,255.30㎡

연면적: 47,839.18㎡  

EDUCATION 교육시설

아프리카 르완다 카롱기 평화센터 
Repulic of Rwanda_
Karongi Youth Peace Center 2013
대지위치: 르완다

대한민국 육군 정보학교 어학처
Korea Army Intelligence School, 
Department of Language 2008
대지위치: 경기도 이천시

대지면적: 709.4㎡

건축면적: 354.55㎡

연면적: 3,155.29㎡ 

턴키

가톨릭대학교 성심 국제캠퍼스 마스터플랜
Masterplan, Songsim Campus, 
The Catholic University 2008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대지면적: 244,476.60㎡

연면적: 132,269.72㎡ 

가톨릭대학교 성심 국제캠퍼스 약학대학
College of Pharmacy, Songsim Campus, 
The Catholic University 2011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대지면적: 1,654.78㎡

연면적: 8,821.70㎡ 

현상설계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
Dental Hospital, Dankook University 2008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대지면적: 14,524.82㎡

건축면적: 3,634.36㎡

연면적: 25,371.93㎡

현상설계 당선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약학관
College of Pharmacy, Cheonan Campus, 
Dankook University 2009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대지면적: 414,619.00㎡

연면적: 11,340.69㎡  

EDUCATION 교육시설



성동교정시설
Sungdong Reformatory 2012
대지위치: 서울시 송파구

연면적: 94,121.42㎡

현상설계 

위례지구 911 사업
Wirye District 911 Project 2012
대지위치: 경기도 과천         경기도 김포           경기도 안양

대지면적: 49,784.41㎡       121,690.00㎡       13,821.00㎡

연면적: 28,203.18㎡          5,457.12㎡          31,978.19㎡

턴키

방배 종합행정문화센터
Bangbae General Administrative & Cultural 
Center 2011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대지면적: 2,264.40㎡

건축면적: 1,128.78㎡

연면적: 13,619.39㎡

대구 콘서트 하우스
Daegu Concert House 2011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대지면적: 10,330.60㎡

건축면적: 7,789.23㎡

연면적: 26,793.75㎡

턴키 당선  

GOVERNMENT 공공시설

경기도청사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2009
대지위치: 경기도

건축면적: 17192.07㎡

연면적: 102858.39㎡

국제지명현상설계  

원주복합의료기기 멀티 컴플렉스센터
Wonju Medical Industry Multi-Complex Center 2010
대지위치: 강원도 원주시

대지면적: 37,117㎡

건축면적: 7800.3㎡

연면적: 30,054.09㎡

턴키 당선 

세종시 정부청사 2-1구역 건립공사
2-1 Zone of Government Office Complex 
in Sejong City 2011
대지위치: 세종시 나성동

대지면적: 64,609.00㎡

연면적: 87,706㎡   

턴키 당선

세종시 정부청사 3-2구역 건립공사
3-2 Zone of Government Office Complex 
in Sejong City 2011
대지위치: 세종시

건축면적: 11,745.4㎡

연면적: 90,997.3㎡

현상설계 

부산통합청사
Busan Integrated Government Office 2015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지면적: 5,962㎡

건축면적: 2,920㎡

연면적: 38,469㎡

현상설계

광주교통회관
Gwangju Transportation Center 2013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대지면적: 21,571㎡

건축면적: 3,706.28㎡

연면적: 4,794.59㎡

현상설계 당선

서울시청사
New Seoul City Hall 2008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대지면적: 12,709㎡

건축면적: 7,605㎡

연면적: 83,380.3㎡

현상설계 

대한민국 국회 제 2의원회관 신축 및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
2nd Senator's House and Remodeling of 
Existing Senator's House 2008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대지면적: 330,579.00㎡

건축면적: 18,136.26㎡

연면적: 164,363㎡

턴키 당선   

경상남도 도청사 별관 증축 및 본관 리모델링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Annex Extension 
of Building & Main Building Remodeling 2008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대지면적: 168,648.7㎡  

건축면적: 본관개보수- 3,662.79㎡, 증축별관- 5,810.64㎡

연면적: 본관개보수- 20,345.94㎡, 증축별관- 32,710.44㎡

턴키 당선

대한민국 육군 정보학교 어학처
Korea Army Intelligence School, 
Department of Language 2008
대지위치: 경기도 이천시

대지면적: 709.4㎡

건축면적: 354.55㎡

연면적: 3,155.29㎡ 

턴키

완주군청사 및 행정타운
Wanju-gun Government Office 
and Administration Town 2008
대지위치: 전라남도 완주군

대지면적: 64,043.00㎡

건축면적: 8,903.60㎡

연면적: 15,307.86㎡

턴키 당선

일산 서구청사
Western Government Office, Ilsan 2007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대지면적: 41,781.70㎡

건축면적: 2,399.55㎡

연면적: 17,128.38㎡

현상설계 

안산 상록구청사
Sangnok-gu Government Office, Ansan 2008
대지위치: 경기도 안산시

대지면적: 26,729㎡

건축면적: 4,615㎡

연면적: 19,380㎡

턴키  

예산군청사
Yesan-gun Government Office 2008
대지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대지면적: 51,150㎡

연면적: 16,500㎡

현상설계 당선

GOVERNMENT 공공시설



베디베로 스퀘어
Vedi Vero Square 2014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지면적: 765.20㎡

건축면적: 456.57㎡

연면적: 4,350.87㎡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중심행정타운)
특별계획구역 19 내 상업업무용지
1-5 Zone of Commercial & Business District  
in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2014
대지위치: 세종시 어진동

대지면적: C33- 4,433.00㎡, C35- 6,003.00㎡

건축면적: C33- 3057.62㎡㎡, C35- 4,150.00㎡

연면적: C33- 38,740.63㎡, C35- 46,383.93㎡

PF 당선 

서초동 업무시설
Seocho-dong Office 2014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대지면적: 1,143.40㎡

건축면적: 485.66㎡

연면적: 9,657.41㎡  

그라운드 빌딩
Ground Building 2015
대지위치: 서울시 성동구

대지면적: 1,141.00㎡

건축면적: 683.60㎡

연면적: 5,979.43㎡ 

OFFICE 업무시설

문래동 방림 5구영 업무시설
2015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대지면적: 14,439.30㎡

건축면적: 5,161.70㎡

연면적: 99,140.74㎡ 

현정빌딩 복합건축물
HyunJung Complex Buliding 2016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지면적: 3,003.10㎡

건축면적: 1,801.47㎡

연면적: 49,410.46㎡ 

을지로2가 근린생활시설
Euljiro 2-ga Retail Store 2016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대지면적: 495.90㎡

건축면적: 428.95㎡

연면적: 4,400.44㎡ 

SK 가산 지식산업센터
SK Intellectual Center, Gasan 2015
대지위치: 서울시 금천구

대지면적: 16,806.70㎡

건축면적: 7,243.96㎡

연면적: 133,386.79㎡

양평동 지식산업센터
Intellectual Center, Yangpyeong-dong 2016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대지면적: 7,284.30㎡

건축면적: 3,734.95㎡

연면적: 54,723.00㎡

청담 마루 14,15
Chungdam MARU 14,15 2014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건축면적: 14필지-90.85㎡, 15필지-224.03㎡  

연면적: 14필지-259.74㎡, 15필지-1,603.42㎡

다음커뮤니케이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Daum Communication Jeju Science Park 2012
대지위치: 제주시 영평동

대지면적: 14,107.7㎡

건축면적: 4,422.94㎡

연면적: 5,356.54㎡

현상설계  

KT 동대문지사 복합시설
KT Dongdaemun Satellite Office Multi-complex 2012
대지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대지면적: 4,823.5㎡

건축면적: 2,543.98㎡

연면적: 52,436.09㎡ 

현상설계  

평화방송사옥
PBC Tower 2011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대지면적: 2,636.4㎡

건축면적: 1,137.96㎡

연면적: 28,683.25㎡  

OFFICE 업무시설

한국섬유기술연구소 강남사옥
Korea Textile Inspection & Testing Institute 2012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지면적: 1,341.70㎡

건축면적: 804.12㎡

연면적: 13,850.47㎡

현상설계 당선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Digital Broadcasting Contents Support Center 2011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대지면적: 10,702.00㎡

건축면적: 5,204.86㎡

연면적: 56,710.47㎡

턴키  

SK 당산동 지식산업센터
SK Dangsandong KnowledgeIndustry Center 2011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대지면적: 12,798㎡

건축면적: 6,256㎡

연면적: 88,461.92㎡

현상설계   

아주가족 문정사옥
Aju Group Headoffice, Munjeong 2013
대지위치: 서울시 송파구

대지면적: 2,712㎡

건축면적: 1,239.3㎡

연면적: 18,496㎡

현상설계 

나이스 그룹 본사 사옥
NICE Group Headoffice 2014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대지면적: 2,440.00㎡

건축면적: 1,427.33㎡

연면적: 23,446.77㎡

현상설계 

빈폴 강남종합관
Beanpole Kangnam Flagship Store 2012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지면적: 752.20㎡

건축면적: 393.60㎡

연면적: 4,205.79㎡

지명현상설계  

대신증권 사옥
Daishin Securities Headoffice 2012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대지면적: 2,959,20㎡

건축면적: 1,757.69㎡

연면적: 53,978.39㎡

현상설계 



경남창원 과학연구 복합파크
Gyeongnam Science & Research Complex Park 2010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대지면적: 8,663㎡

건축면적: 3,199.02㎡

연면적: 31,340.38㎡

턴키 당선  

울산 해운항만 비즈니스센터
Ulsan Port Authority Business Center 2009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대지면적: 5,097.00㎡

건축면적: 2,247.82㎡

연면적: 16,006.30㎡

현상설계  

AIA 타워
AIA Tower 2009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대지면적: 3,247.00㎡

건축면적: 1,690.50㎡

OFFICE 업무시설

시공테크사옥
Sigongtech Headoffice 2009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대지면적: 1,600㎡

건축면적: 626.35㎡

연면적: 11,759.28㎡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신사옥
New Headoffice for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2010
대지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대지면적: 18,757㎡

건축면적: 10,663㎡

연면적: 19,023㎡

현상설계

(주)에이치엠시 본사사옥 및 공장
HMC Headoffice 2011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대지면적: 3,005.4㎡

연면적: 4,170.52㎡   

SK 판교 업무 3BL 오피스텔
SK Pangyo Officetel at 3BL 2011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대지면적: 10,906.00㎡

건축면적: 5,906.55㎡

연면적: 82,693.23㎡

현상설계

현대자동차 GDSI 영동점
Hyundai Motor Company,
Global Dealer Space Identity 1S Young-dong 2011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대지면적: 822.1㎡

건축면적: 552㎡

연면적: 3382.14㎡  

G 타워 _ 유엔 녹색기후기금 본부
G Tower 2011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지면적: 24,042.50㎡

건축면적: 5,400.76㎡

연면적: 85,660.22㎡

턴키 당선 

원주복합의료기기 멀티 컴플렉스센터
Wonju Medical Industry Multi-Complex Center 2010
대지위치: 강원도 원주시

대지면적: 37,117㎡

건축면적: 7800.3㎡

연면적: 30,054.09㎡

턴키 당선 

OFFICE 업무시설

광교신도시 도시지원 개발사업
Gwanggyo New Town 2008
대지위치: 경기도

PF   

알마티 오피스
Almaty Office 2007
대지위치: 카자흐스탄

대지면적: 4,824.00㎡

건축면적: 3,305.23㎡

연면적: 38,666.57㎡  



서울대학교 반려동물병원 증축
Veterinary Medical Teaching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4
대지위치: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대지면적: 3,895,659㎡

연면적: 5,699.75㎡

현상설계 당선

CSC 제주병원
CSC Jeju Hospital 2013
대지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대지면적: 16,214.00㎡

건축면적: 1,963.83㎡

연면적: 17,664.45㎡

창원경상대학교병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angwon 2012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대지면적: 종합의료시설-68,767.10㎡, 장례식장-4,295.00㎡

연면적: 종합의료시설-104,668.16㎡, 장례식장-4,028.28㎡

턴키 

성남 수정구 보건소
Seongnam Sujung-gu Health Center 2013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대지면적: 3,319.70㎡

건축면적: 5,979.05㎡

연면적: 18,699.27㎡   

턴키 

이화여자대학교 마곡병원
New Hospital &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2014
대지위치: 서울시 강서구

대지면적: 28,427.00㎡

건축면적: 16,527.54㎡

연면적: 49,303.07㎡

현상설계 

HEALTHCARE 의료시설

세종충남대병원
Sej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2016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대지면적: 35,261.30㎡

건축면적: 10,105.92㎡

연면적: 77,412.79㎡

캄보디아 밧티에이병원
Batheay Referral Hospital 
in the District of Batheay, Cambodia 2012
대지위치: 캄보디아 캄퐁참

대지면적: 8,401㎡

연면적: 3,196㎡ 

하마드 빈 칼리파 메디컬 시티 병원
Hamad Bin Khalifa Medical City Hospital 2011
대지위치: 카타르 도하

대지면적: 500,000㎡

연면적: 219,530㎡   

양평교통재활병원
Yangpyeong Traffic Rehabilitation Hospital 2011
대지위치: 경기도 양평군

대지면적: 90,643㎡

건축면적: 12,950.35㎡

연면적: 42,646.65㎡

턴키   

원주복합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Wonju Medical Industry Multicomplex Center 2010
대지위치: 강원도 원주시

대지면적: 37,117.00㎡

건축면적: 7,800.30㎡

연면적: 30,054.09㎡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Bundang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9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대지면적: 120,660.10㎡

건축면적: 6,328.60㎡

연면적: 47,164.43㎡

턴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
Dental Hospital, Dankook University 2008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대지면적: 14,524.82㎡

건축면적: 3,634.36㎡

연면적: 25,371.93㎡

현상설계 당선 

평양나눔종합검진센터
Pyeongyang Nanum Medical Clinic Center 2009
대지위치: 평양

대지면적: 16,817㎡

건축면적: 3,555㎡

연면적: 4,585㎡

HEALTHCARE 의료시설



중국 주하이 백화점
Zhuhai Department Store 2015
대지위치: 중국 광동성 주하이시

대지면적: 16,245.77㎡

건축면적: 6,467.55㎡

연면적: 56,113.32㎡

한국야쿠르트 신갈물류소
Hankook Yakult Singallogisitics Center 2015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대지면적: 19,863.00㎡ 

건축면적: 3,914.16㎡

연면적: 11,114.01㎡

현상설계 당선

쿠팡 물류센터
Coupang Distribution Center 2014
대지면적: 42,756.80㎡ 

건축면적: 25,564.5㎡

연면적: 110,216㎡ 

현상설계

COMMERCIAL 상업시설

행정중심도시 2-4생활권 어반아트리움(P1)
2-4 Zone of Urban Artrium in Multifunctional 
Adminstrative City(P1) 2015
대지위치: 세종시

대지면적: 9,604.00㎡

건축면적: 7,019.63㎡

연면적: 58,279.46㎡

PF

행정중심도시 2-4생활권 어반아트리움(P5)
2-4 Zone of Urban Artrium in Multifunctional 
Adminstrative City(P5) 2015
대지위치: 세종시

대지면적: 6,107.00㎡

건축면적: 4,803.87㎡

연면적: 34,955.12㎡

PF

중국 강음 MAMBAT 상업시설
Jiangyin MAMBAT Shopping Mall 2015
대지위치: 중국 장쑤성 장인시

대지면적: 52,335.00㎡

건축면적: 40,812.63㎡  

연면적: 314,609.37㎡

경의선 홍대 입구역 복합 역사 개발사업
Hongik Univ. Station Mixed-Use 
Development 2016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지면적: 20,843.60㎡

건축면적: 6,419.45㎡

연면적: 53,499.65㎡

코오롱인더스트리 통합고객지원센터
Kolon Customer Service Center, Dongtan 2014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대지면적: 32,391㎡ 

건축면적: 16,584㎡

연면적: 39,360㎡

지명현상설계 당선

인천 스카이박스 물류센터
Incheon Sky Box Logisitics Center 2016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대지면적: T3-1:15,197.10㎡ / T4-1:25,115.90㎡ 

건축면적: T3-1:9,073.18㎡ / T4-1:15,001.94㎡

연면적: T3-1:35,392.73㎡ / T4-1:50,210.46㎡

무역센터 명소화 사업
2016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지면적: 148,784.00㎡

북경 국가정보산업단지 마스터플랜
Beijing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ial Park
Masterplan 2014
대지위치: 중국 북경공항 일대

대지면적: 640,000㎡

건축면적: 278,526㎡

연면적: 959,885㎡

 

중국 흥량 란카풀 백화점 입면디자인
Hengyang Lankaful Department Store 
Facade Design 2013
대지위치: 중국 후난성 흥양

대지면적: 26,000.00㎡

건축면적: 9,000.00㎡

연면적: 43,000.00㎡

중국 하얼빈 홍박1기 증축
Harbin 1st Hongbo Exhibition
Shopping Mall 2013
대지위치: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대지면적: 18,001.50㎡

건축면적: 4,478.49㎡

연면적: 9,960.72㎡

COSTCO 천안점
COSTCO,Cheonan 2012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대지면적: 23,579.7㎡ 

연면적: 30,252.12㎡      

중국 심양 신북 백화점
Shenyang Xin Bei Department Store 2012
대지위치: 중국 랴오닝성 심양

대지면적: 12,000.00㎡

건축면적: 8,200.00㎡

연면적: 100,000.00㎡

광명역 주차장부지 개발
For Kwangmyung Station Parking Space
Development Private Initiative 2012
대지위치: 경기도 광명시

대지면적: 46,320.65㎡

건축면적: 31,020.83㎡

연면적: 162,441.55㎡

COMMERCIAL 상업시설

IKEA 광명점
IKEA,Gwangmyeong 2012
대지위치: 경기도 광명시 

대지면적: 78,450.2㎡ 

건축면적: 43,346.22㎡

연면적: 256,168.15㎡

COSTCO 의정부점
COSTCO,Uijeongbu 2012
대지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대지면적: 24,844㎡ 

연면적: 31,310.13㎡      

위례지구 C10 블럭
Wirye New City 10BL 2014
대지위치: 위례신도시 일반상업지역 10BL

대지면적: 9,397.00㎡

건축면적: 5,430.00㎡

연면적: 97,455.71㎡

현상설계

신사동 이마트 복합빌딩
Shinsa E-Mart Flagship Store 2013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지면적: 897.50㎡

건축면적: 447.35㎡  

연면적: 3,739.04㎡



빈폴 강남종합관
Beanpole Kangnam Flagship  Store 2012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지면적: 752.20㎡

건축면적: 393.60㎡

연면적: 4,205.79㎡

지명현상설계  

탁전백화점 북경점 리노베이션
Beijing Charter Department Store 
Renovation 2011
대지위치: 중국 허베이성 베이징

대지면적: 98,923.50㎡

연면적: 240,727.70㎡

중국 장춘 탁전백화점 증축부 입면디자인
Changchun Charter Department Store
Renovation 2011
대지위치: 중국 지린성 장춘

정주 정홍 복합상업시설
Zhenghong Mixed-use Shopping Complex 2011
대지위치: 중국 허난성 정주 

연면적: 515,552㎡ 

하얼빈 홍박2기 상업시설
Harbin Hongbo Exhibition Shopping Mall 2011
대지위치: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대지면적: 148,976.33㎡

건축면적: 36,967.46㎡  

신세계백화점 천안점 리모델링
Cheonan Shinsegae Department Store 
Remodeling 2011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대지면적: 60.408.00㎡

연면적: 136,825.455㎡

COSTCO 광명점
COSTCO,Gwangmyung 2010
대지위치: 경기도 광명시 

대지면적: 25,407.58㎡ 

연면적: 34,019.24㎡      

COSTCO 공세점
COSTCO,Gongse 2010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강원랜드 카지노
Kangwon Land Casino 2010
대지위치: 강원도 정선군

대지면적: 285,750.00㎡

건축면적: 4,842.49㎡

연면적: 15,167.34㎡

턴키

COMMERCIAL 상업시설

장가항 복합 상업시설
Zhangjiagang Mixed-use 
Shopping Complex 2011
대지위치: 중국 장쑤성 장가항

대지면적: 34,452㎡

건축면적: 18,061㎡

연면적: 260,423㎡

COSTCO 울산점
COSTCO,Ulsan 2009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대지면적: 23,837.0㎡ 

연면적: 31,098.6㎡      

하얼빈 서성 홍보광장 상업시설
Harbin Xicheng Red Square
Commercial Complex 2010
대지위치: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대지면적: 118,899.5㎡

건축면적: 282,609㎡

연면적: 405,419㎡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Gakwhadong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2010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대지면적: 52,617.00㎡

건축면적: 29,664.68㎡

연면적: 50,538.09㎡

턴키   

COSTCO 부산점
COSTCO, Busan 2008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파주시 운정복합지구
Unjeong Mixed-use District, Paju 2007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대지면적: 102,111㎡

건축면적: 51,418.16㎡

연면적: 776,827.48㎡

PF

핑구지역 아울렛
Pinggu Outlet Masterplan 2009
대지위치: 중국 허베이성 베이징

대지면적: 532,044.00㎡

연면적: 297,561.00㎡

COMMERCIAL 상업시설



천주교 수원교구 피정센터
Catholic Diocese of Suwon, Retreat Center 2013
대지위치: 경기도 여주시

대지면적: 130,968.00㎡

건축면적: 10,740.98㎡

연면적: 20,150.86㎡

천주교 서울대교구 스승예수의제자 수녀원
Catholic Diocese of Seoul, 
Disciples of the Divine Master 2011
대지위치: 서울시 강북구

대지면적: 6,864.2㎡

연면적: 4,958.68㎡ 

천주교 인천교구 50주년기념 영성센터
Catholic Diocese of Incheon, 
Spirituality Center for 50th Anniversary 2009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대지면적: 4,266㎡

건축면적: 1,623.82㎡

연면적: 4,856.39㎡

현상설계 당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소년 비전센터
Vision Center for Youth of Yoido Full Gospel Church 2012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대지면적: 4,132.00㎡

건축면적: 717.76㎡

연면적: 9,869.51㎡

천주교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Catholic Diocese of Seoul, 
Shihung 4dong Church 2009
대지위치: 서울시 금천구

대지면적: 705.50㎡

건축면적: 225.705㎡

연면적: 1493.018㎡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회동 성당
Catholic Diocese of Seoul, 
Kahoedong Church 2009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대지면적: 1150.30㎡

건축면적: 531.10㎡

연면적: 1700.35㎡ 

사랑의 교회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
Sarang Global Ministry Center 2009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대지면적: 7,081.5㎡

연면적: 70,000㎡

현상설계

정동제일교회 시설개선공사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 
Remodeling 2016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대지면적: 5,618.60㎡

건축면적: 2,437.70㎡

연면적: 7,419.63㎡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센터
Catholic Diocese of Suwon,
The Evangerical Center 2015
대지위치: 경기도 의왕시

대지면적: 1,826.10㎡

건축면적: 892.08㎡

연면적: 지상 4,089㎡, 지하 2,953㎡

현상설계

천주교 서울대교구 옥수동 성당
Catholic Diocese of Seoul, Oksudong Church 2008
대지위치: 서울시 성동구

대지면적: 1,634.20㎡

건축면적: 980.50㎡

연면적: 6,249.63㎡

현상설계

RELIGIOUS 종교시설

천주교 원주교구 정선성당 화암공소
Catholic Diocese of Wonju, 
Jungsun Church Whaam Catholic Mission 2007
대지위치: 강원도 정선군

대지면적: 1,667.00㎡

건축면적: 275.24㎡

연면적: 311.31㎡

RELIGIOUS 종교시설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NAVER Data Center GAK 2011
대지위치: 강원도 춘천시

건축면적: 14,636.52㎡

연면적: 46,643.47㎡ 

현대자동차그룹 전산센터
Hyundai Motor Group Data Center 2010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대지면적: 29,980.00㎡

건축면적: 2,700.95㎡

연면적: 10,035.42㎡

현상설계

에스케이 씨앤씨 아이티 컴플렉스 
SK C&C IT Complex 2011
대지위치: 경기도 판교

대지면적: 12,215.5㎡

연면적: 70,942㎡ 

하나금융그룹 통합 데이터센터
Hana Financial Group Data Center 2014
대지위치: 인천시 서구

대지면적: 29,932.00㎡

건축면적: 11,241.96㎡

연면적: 58,958.68㎡

현상설계 

나이스 데이터센터
NICE IDC Center 2012
대지위치: 서울시 강동구

대지면적: 1,833,00㎡

건축면적: 1,029.60㎡

연면적: 13,136.55㎡

한화그룹 전산센터
Hanhwa Group Date Center 2009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대지면적: 4,775.00㎡

연면적: 14,897.29㎡   

동부화재 데이터센터
Dongbu Insurance Data Center 2007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대지면적: 4,862㎡

건축면적: 1,941.01㎡

연면적: 18,541.94㎡   

DATA CENTER 데이타센터

한국 산업은행 IT센터
Korea Development Bank IT-Center 2016
대지위치: 경기도 하남시

대지면적: 16,784.00㎡

건축면적: 9,918.79㎡

연면적: 57,845.28㎡

한화연구소
Hanwha Research Center 2014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지면적: 37,033.00㎡

건축면적: 8,335.44㎡

연면적: 60,240.61㎡

현상설계 당선

한양대학교 엔지니어링하우스
Engineering House, Hanyang University 2012
대지위치: 서울시 성동구

대지면적: 517,046㎡

건축면적: 2,311.81㎡

연면적: 12,942.15㎡

하마드 메디컬 시티, 생의학연구소 및 
유전자은행
Translational Research Institute 
& Qatari Bio-Bank 2011
대지위치: 카타르 도하

연면적: 43,520㎡ 

차그룹 판교종합연구소
CHA Pangyo Bio Medical Research Center 2011
대지위치: 경기도 판교

대지면적: 10,244㎡

연면적: 52,51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첨단산업측정인증동
Industrial Measurement & Certification, 
KRISS 2010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지면적: 221,422.00㎡

건축면적: 2,159.90㎡

연면적: 9,204.44㎡

턴키 당선   

KIST 복합소재 기술연구소
KIST Composite Technical Reserch Center 2009
대지위치: 전라북도 완주군

대지면적: 343,000.00㎡

건축면적: 38,863.64㎡

연면적: 55,561.08㎡

현상설계 

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
NC Soft Pangyo R&D Center 2009
대지위치: 경기도 판교

대지면적: 11,531.00㎡

건축면적: 6,499.12㎡

연면적: 81,221.02㎡ 

경남창원 과학연구 복합파크
Gyeongnam Science & Research Complex Park 2010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대지면적: 8,663㎡

건축면적: 3,199.02㎡

연면적: 31,340.38㎡

턴키 당선   

올림푸스 한국 (주)의료 트레이닝센터
OLYMPUS K-Tec Training & Education Center 2015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지면적: 5,056.50㎡

건축면적: 2,006.85㎡

연면적: 6,630.34㎡

현상설계 당선

RESEARCH 연구시설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동
Institute For Industry-Academy Cooper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1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대지면적: 544,980.40㎡

건축면적: 6,443.95㎡

연면적: 25,833.02㎡



중국 북경 우커송 문화스포츠센터 마스터플랜
Wukesong Culture & Sports Center Masterplan 2011
대지위치: 중국 허베이성 베이징

하얼빈 서성 홍보광장 상업시설
Harbin Xicheng Red Square 
Commercial Complex 2010
대지위치: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대지면적: 118,899.5㎡

건축면적: 282,609㎡

연면적: 405,419㎡ 

영흥도 Water Sports Resort 마스터플랜
Youngheungdo Water Sports Resort Masterplan 2010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지면적: 1,240.000㎡

건축면적: 255.000㎡

용인 송담대학 마스터플랜
Yong-in Songdam College Masterplan 2011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대지면적: 102, 511㎡

건축면적: 9,255.30㎡

연면적: 47,839.18㎡ 

하얼빈 호란 단지개발 마스터플랜
Harbin Hulan Development Masterplan 2010
대지위치: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대지면적: 656,400㎡

KIST 복합소재 기술연구소
KIST Composite Technical Reserch Center 2009
대지위치: 전라북도 완주군

대지면적: 343,000.00㎡

건축면적: 38,863.64㎡

연면적: 55,561.08㎡

현상설계 

장춘 정월담 아울렛 마스터플랜
Changchun Charter PremiumOutlets 2010
대지위치: 중국 지린성 장춘

대지면적: 195,330㎡  

북경 국가정보산업단지 마스터플랜
Beijing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ial Park
Masterplan 2014
대지위치: 중국 북경공항 일대

대지면적: 640,000㎡

건축면적: 278,526㎡

연면적: 959,885㎡

여수웅천복합신도시
Yeosu Ungcheon New Complex City 2013
대지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대지면적: 336,780㎡

MASTERPLAN 마스터플랜

중국 소주 코리아타운 마스터플랜
SuZhou Korea Town Masterplan 2009
대지위치: 중국 장쑤성 소주

대지면적: 228,429㎡ 

핑구아울렛 마스터플랜
Pinggu Outlet Masterplan 2008
대지위치: 중국 허베이성 북경

대지면적: 532,044㎡

연면적: 297,561㎡   

중국 청도 코리아타운 마스터플랜
Tsingtao Korea Town Masterplan 2007
대지위치: 중국 산둥성 청도

대지면적: 172,700㎡

건축면적: 42,298㎡

연면적: 446,118㎡   

가톨릭대학교 성심 국제캠퍼스 마스터플랜
The Catholic University, Songsim Campus,
Masterplan 2008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대지면적: 244,476.60㎡

연면적: 132,269.72㎡   

마포구 연남동 차이나타운 마스터플랜
Mapo Chinatown Masterplan 2008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마산 로봇랜드 마스터플랜
Masan Robotland Masterplan 2009
대지위치: 경상남도 마산시

대지면적: 217,400.00㎡

연면적: 18,079.50㎡

현상설계 

울진 온천단지 마스터플랜
Uljin Spa Resort Masterplan 2009
대지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대지면적: 299,893㎡

CJ그룹 염창동부지개발 마스터플랜
CJ Group Yeomchang-dong Masterplan 2009
대지위치: 서울시 양천구

대지면적: 88,633㎡

건축면적: 54,513㎡

연면적: 386,208.3㎡

현상설계

이화여자대학교 파주캠퍼스 마스터플랜
Ewha Womans University Paju Campus, 
Masterplan 2008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대지면적: 299,425㎡

건축면적: 43,202㎡

연면적: 216,252㎡ 

송도국제도시 G3,G4 마스터플랜
Songdo G3,G4 Masterplan 2008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지면적: 19,602.10㎡

건축면적: 11,652.61㎡

연면적: 160,898.78㎡ 

MASTERPLAN 마스터플랜



HOSPITALITY 숙박시설

삼성동 이비스 버짓 엠버서더 서울 코엑스 호텔
Ibis Budget Ambassador 
Seoul Gangnam Hotel 2015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지면적: 802.20㎡

건축면적: 432.83㎡

연면적: 4,997.35㎡

Mapo Jen Development(MJD)
Mapo Jen Development 2016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대지면적: 2,234.00㎡

건축면적: 1.340.40㎡   

연면적: 35,536.75㎡

씨사이드 파크호텔
Seaside Park Hotel 2016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대지면적: 2,216.30㎡

건축면적: 1,548.83㎡   

연면적: 35,629.02㎡

용산 관광호텔 기술제안
Yongsan Hotel Technical Proposal 2014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대지면적: 18,953.70㎡

건축면적: 8,811.40㎡   

연면적: 184,611.35㎡

S2 킨텍스 관광호텔
S2 Kintex 5 Stars Hotel 2015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대지면적: 11,770.80㎡

건축면적: 6,373.50㎡   

연면적: 170,111.2㎡

현상설계 당선  

롯데 L7 호텔
Lotte L7 Hotel 2014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지면적: 2,276.10㎡

건축면적: 1,340.97㎡   

연면적: 27,833.12㎡ 

현상설계 당선

신안 하이원아일랜드 리조트
Shinan HIONE Island Resort 2014
대지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대지면적: 77,851.00㎡

건축면적: 11,946.68㎡   

연면적: 35,968.89㎡

현상설계 당선 

경주블루원 리조트
Gyeongju Blue ONE Resort 2014
대지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대지면적: 557,000.0㎡

건축면적: 40,136.3㎡

연면적: 55,506.9㎡

지명현상설계 당선  

서초동 비즈니스 호텔
Seocho-dong Business Hotel 2013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대지면적: 2,077.60㎡

건축면적: 1,016.83㎡   

연면적: 11,752.55㎡ 

제주 서홍동 호텔
Jeju Seohong-dong Hotel 2013
대지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대지면적: 42,616㎡

건축면적: 8,884㎡   

연면적: 75,447㎡ 

 

청평오토캠핑장
Chungpyeong Auto Camping 2014
대지위치: 경기도 가평군

대지면적: 70,621.48㎡

건축면적: 722.62㎡   

연면적: 1,888.00㎡

현상설계  

HOSPITALITY 숙박시설

여수웅천복합신도시
Yeosu Ungcheon New Complex City 2013
대지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대지면적: 336,780㎡

화순리조트
Hwasun Resort 2013
대지위치: 전라남도 화순군

대지면적: 160,107㎡

건축면적: 11,187.15㎡

연면적: 13,952.47㎡

현상설계 

인터네셔널 비즈니스 호텔
International Business Hotel 2013
대지위치: 서울시 은평구

대지면적: 2,981.00㎡

건축면적: 1,341.71㎡   

연면적: 11,237.00㎡

현상설계 

제주 블랙야크 리조트
Jeju Black-Yak Resort 2012
대지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대지면적: 88,696㎡

건축면적: 13,842.33㎡   

연면적: 24,885.88㎡

현상설계  

동대문 관광호텔
Dongdaemun Hotel 2011
대지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대지면적: 598.40㎡

건축면적: 353.26㎡

연면적: 5,772.00㎡ 

통영 산양가족호텔
Tongyeong Sanyang Family Hotel 2011
대지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대지면적: 32,802㎡

건축면적: 7,722.33㎡

연면적: 23,128㎡ 

서울프라자호텔 리모델링
Seoul Plaza Hotel Remodeling 2009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대지면적: 2,410.53㎡

건축면적: 2,120.82㎡

연면적: 34,845.18㎡

현상설계   

포천시 엘림리조트 
Pocheon Elim Resort 2009
대지위치: 경기도 포천시

대지면적: 257,422㎡

건축면적: 48,078㎡

연면적: 332,314㎡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2단계
Kangwonland High 1 Resort 2008
대지위치: 강원도 정선군

대지면적: valley 86,110.24㎡, mountain 48,310.96㎡   

건축면적: valley 64,198.25㎡, mountain 31,195.62㎡

턴키 당선



대치동 호텔
Daechi Sport Complex Hotel 2007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지면적: 5,431.60㎡

건축면적: 3,248.10㎡

연면적: 43,787.27㎡ 

아산시 라미드 리조트 & 워터파크
Asan Ramid Resort & Waterpark 2007
대지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대지면적: 58,128.9㎡

건축면적: 10,350㎡

연면적: 44,421.63㎡

HOSPITALITY 숙박시설 HOUSING 숙박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주상복합
Gwangju Juwol Apartment 2015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대지면적: 17,944.00㎡

광주시 북구 유동 주상복합
Gwangju Yudong Apartment 2015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대지면적: 14,763.00㎡

여수 웅천지구 2,3BL 주상복합
Mixed-Use Residential, Yeosu Ungcheon 
New Complex City C4-2, 3 Block 2015
대지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대지면적: 2블록:12,109.00㎡/ 3블록:46,055.00㎡

건축면적: 2블록:7,187.410㎡/ 3블록:12,249.86㎡

연면적: 2블록:65,545.554㎡/ 3블록:259,488.09㎡

신진주 주상복합
City Pradium,JIN-JU Mixed-Use Residential 2016
대지위치: 신진주 E-1 블럭

대지면적: 24,374.00㎡

건축면적: 17,819.15㎡

연면적: 153,313.25㎡

양재역세권 2030 청년주택
2016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대지면적: 2,805.10㎡

건축면적: 1,680.00㎡

연면적: 32,420.40㎡

나라키움 여의도빌딩
Narakium Yeouido Building 2015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대지면적: 3,306.00㎡

건축면적: 1,971.64㎡

연면적: 40,605.65㎡

현상설계 당선

동소문동 복합주거시설
Dongsomun Residential Complex 2015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대지면적: 1,143.4㎡

건축면적: 646.78㎡   

연면적: 10,891.27㎡

현상설계

고양삼송 오피스텔
Goyang Samsong Offistel 2015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대지면적: 109,735㎡

건축면적: 49,336㎡   

연면적: 595,751㎡

현상설계 

필리핀 클락 힐사이드
Philippines Clark Hillside Village
Masterplan 2014
대지위치: Clarkfield, Pampangga, Phillipines.

대지면적: 68,797.43㎡

건축면적: 26,545.95㎡

창원 남문지구 A4BL 시티프라디움
City Pradium, 
Changwon Nammoon District A4Block2014 
대지위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BJFEZ) 남문지구 A4블럭

대지면적: 44,930.8000㎡

건축면적: 5,957.1504㎡   

연면적: 92.349.3978㎡ 



HOUSING 숙박시설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신관
New Dormitory, 
Ewha Womans University 2013
대지위치: 서울, 서대문구

대지면적: 544,980.40㎡

연면적: 61,118.00㎡ 

일반설계

SK 구의동 주상복합
SK Guui-dong Mixed-Use Residential 
Development 2012
대지위치: 서울시 광진구

대지면적: 9,866.00㎡

건축면적: 4,284.83㎡   

연면적: 49,506.15㎡ 

현상설계 

시흥시 은행1지구 주상복합
Siheung-Si Eunhaeng 1-A,B Block 
Mixed-Use Residential Development 2012
대지위치: 경기도 시흥시

대지면적: 1-A: 43,943㎡, 1-B: 9,606㎡

건축면적: 1-A: 7,732㎡, 1-B: 2,070㎡   

연면적: 1-A: 361,093㎡, 1-B: 80,353㎡

현상설계 

은곡마을 타운하우스
Eungok Viliage Town House 2011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지면적: 44,638.1㎡

건축면적: 22,319.07㎡

연면적: 70,024.72㎡ 

송도 센트럴파크 3 주상복합
Songdo Centralpark 3 Mixed-Use Residential 2011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지면적: 23,916.93㎡, 24,851.20㎡, 934.27㎡

연면적: 297,561㎡

현상설계   

신라대학교 외국인기숙사
International Dormitory, Silla University 2008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지면적: 2,288.29㎡

연면적: 13,084.10㎡ 

현상설계 

탁전백화점 북경점 리노베이션
Beijing Charter Department Store Renovation 2011
대지위치: 중국 허베이성 베이징

대지면적: 98923.5㎡

연면적: 240727.7㎡  

서울프라자호텔 리모델링
Seoul Plaza Hotel Remodeling 2009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대지면적: 2,410.53㎡

건축면적: 2,120.82㎡

연면적: 34,845.18㎡

현상설계   

신세계백화점 천안점 리모델링
Cheonan Shinsegae Department Store Remodeling 2011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대지면적: 60.408.00㎡

연면적: 136,825.455㎡

대구 콘서트 하우스
Daegu Concert House 2011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대지면적: 10,330.60㎡

건축면적: 7,789.23㎡

연면적: 26,714.73㎡

턴키 당선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리모델링
Seoul Arts Center Towol Theater Remodeling 2011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대지면적: 6,108㎡

턴키 당선   

대한민국 국회 제 2의원회관 신축 및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
2nd Senator's House and Remodeling of 
Existing Senator's House 2008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대지면적: 330,579.00㎡

건축면적: 18,136.26㎡

연면적: 신축- 76,689.04㎡, 리모델링- 57,763.39㎡

턴키 당선   

경상남도 도청사 별관 증축 및 본관 리모델링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Annex Extension 
& Main Building Remodeling 2008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대지면적: 168,648.7㎡  

건축면적: 본관개보수- 3,662.79㎡, 증축별관- 5,810.64㎡

연면적: 본관개보수- 20,306.90㎡, 증축별관- 32,044.73㎡

턴키 당선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당 리모델링
Remodeling, College of Music Building Remodeling, 
Ewha Womans University 2011
대지위치: 서울시 대현동

건축면적: 2,877.03㎡

연면적: 25,780.80㎡   

REMODELING 리모델링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리모델링
Haeoreum National Theater Remodeling 2015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대지면적: 64,426㎡

연면적: 25, 308.42㎡

현상설계

KBS 아레나 리모델링
KBS ARENA Remodeling 2015
대지위치: 서울시 강서구

연면적: 제 1 체육관 18,778.95㎡



2015 광주하계 U대회 다목적체육관
Universiade Gwangju 2015 
Multipurpose Gymnasium2012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지면적: 12,584.00㎡

건축면적: 10,855.59㎡

연면적: 28,252.25㎡ 

턴키  

경북 의성골프클럽하우스
Gyeongbuk Uiseong Golf Clubhouse 2009
대지위치: 경상북도 의성군 

연면적: 11,056.47㎡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다목적홀 
& 보조경기장
Multipurpose Sports Hall And 
Athletic Stadium, KASC 2013
대지위치: 사우디아라비아

연면적: 29.752066㎡ 

아스타나 스포츠 컴플렉스
Astana Sports Complex 2012
대지위치: 카자흐탄 아스타나

연면적: 27,000㎡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육상진흥센터
IAAF World Championships Daegu 2011 
Training Center 2010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대지면적: 27,040.0㎡

건축면적: 13,322.50㎡

연면적: 21,486.55㎡

턴키 당선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Hwaseong Main Stadium 2008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대지면적: 286,664㎡

건축면적: 56,182.50㎡

연면적: 80,073.70㎡

턴키 당선   

SPORTS 체육시설

용인 한숲시티 도서관 및 스포츠센터
Yongin HANSHUP City Library, 
Sports Center 2015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대지면적: 도서관: 8,130㎡ 체육관: 12,700㎡

건축면적: 도서관: 1,622.32㎡ 체육관: 2,524.19㎡

연면적: 도서관: 3,400.08㎡ 체육관: 9,674.59㎡

충북대학교 글로컬 교육·스포츠센터
Glocal Education & Sports Cente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6
대지위치: 충북 청주시

대지면적: 7,522.00㎡

건축면적: 5,656.24㎡

평택 복합휴게시설
Pyeongtaek Service Area 2016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대지면적: 100,182.00㎡

연면적: 8,768.91㎡

인천국제공항 터미널2 교통센터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2 
Transportation Center 2012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연면적: 139,324㎡ 

현상설계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 6공구 건설공사
Section 6, Line No. 1 Busan Metro Subway 2010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지면적: 9,391.60㎡

건축면적: 4,943.04㎡

연면적: 13,563.67㎡

턴키 

경인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GI Waterway Gimpo Terminal 2009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대지면적: 4,862㎡

건축면적: 1,941.01㎡

턴키

광명역 주차장부지 개발 민간제안사업
For Kwangmyung Station Parking Space 
Development Private Initiative2012
대지위치: 경기도 광명시

대지면적: 46,320.65㎡

건축면적: 31,020.83㎡

연면적: 162,441.55㎡

PF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Passenger Terminal 2 2011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대지면적: 2,379,000.00㎡

건축면적: 354,735.51㎡

연면적: 692,738㎡

국제현상설계   

경인선 소사역 개발사업
Sosa Station Commercial Complex 2014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대지면적: 31,082.90㎡

건축면적: 18,600.00㎡

연면적: 66,096.01㎡ 

PF 당선

TRANSPORTATION 교통시설



2015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2015 Expo Milano Korea Pavilion 2014
대지위치: 이탈리아 밀라노 

대지면적: 3,880㎡

건축면적: 2,156.97㎡

연면적: 3,731.75㎡

현상설계

필리핀 클락 힐사이드
Philippines Clark Hillside Village
Masterplan 2014
대지위치: Clarkfield, Pampangga, Phillipines.

대지면적: 68,797.43㎡

건축면적: 26,545.95㎡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다목적홀 
& 보조경기장
Multipurpose Sports Hall And 
Athletic Stadium, KASC 2013
대지위치: 사우디아라비아

연면적: 29.752066㎡ 

장사 흥양 란카푸 백화점
Changsha Hengyang Lankafu Department Store 2013
대지위치: 중국 후난성 흥양 

대지면적: 26,000㎡

건축면적: 9,000㎡

연면적: 43,000㎡

하마드 빈 칼리파 메디컬 시티 병원
Hamad Bin Khalifa Medical City Hospital 2011
대지위치: 카타르 도하

대지면적: 500,000㎡

연면적: 219,530㎡   

북경 국가정보산업단지 마스터플랜
Beijing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ial Park
Masterplan 2014
대지위치: 중국 북경공항 일대

대지면적: 640,000㎡

건축면적: 278,526㎡

연면적: 959,885㎡

하얼빈 홍박1기 상업시설
Harbin 1st Hongbo Exhibition Shopping Mall 2013
대지위치: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대지면적: 18001,50㎡

건축면적: 4478,49㎡

연면적: 9960,72㎡  

심양 명성 신북시 백화점
Shenyang Ming Cheng Xin Bei Department Store 2012
대지위치: 중국 랴오닝성 심양

대지면적: 12,000㎡

건축면적: 8,200㎡  

연면적: 100,000㎡

아스타나 스포츠 컴플렉스
Astana Sports Complex 2012
대지위치: 카자흐탄 아스타나

연면적: 27,000㎡ 

캄보디아 밧티에이병원
Batheay Referral Hospital 
in the District of Batheay, Cambodia 2012
대지위치: 캄보디아 캄퐁참

대지면적: 8,401㎡

연면적: 3,196㎡ 

OVERSEAS PROJECTS 해외프로젝트

하마드 메디컬 시티, 생의학연구소 
및 유전자은행
Translational Research Institute 
& Qatari Bio-Bank 2011
대지위치: 카타르 도하

연면적: 43,520㎡ 

정주 정홍 복합상업시설
Zhenghong Mixed-use Shopping Complex 2011
대지위치: 중국 허난성 정주 

연면적: 515,552㎡ 

탁전백화점 북경점 리노베이션
Beijing Charter Department Store 
Renovation 2011
대지위치: 중국 허베이성 베이징

대지면적: 98923.5㎡

연면적: 240727.7㎡  

장가항 복합 상업시설
Zhangjiagang Mixed-Use Shopping Complex 2011
대지위치: 중국 장쑤성 장가항 

대지면적: 34,452㎡

건축면적: 18,061㎡

연면적: 260,423㎡

하얼빈 홍박2기 상업시설
Harbin 2nd Hongbo Exhibition Shopping Mall 2011
대지위치: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대지면적: 148,976.33㎡

건축면적: 36,967.46㎡  

쿠웨이트 코즈웨이 방문자 센터
Kuwait Causeway Visitor Center 2010
대지위치: 쿠웨이트

대지면적: 2200㎡

연면적: 2699.49㎡

   

하얼빈 서성 홍보광장 상업시설
Harbin Xicheng Red Square
Commercial Complex  2010
대지위치: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대지면적: 118,899.5㎡

건축면적: 282,609㎡

연면적: 405,419㎡ 

하얼빈 호란 단지개발 마스터플랜
Harbin Hulan Development Masterplan 2010
대지위치: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대지면적: 656,400㎡

장춘 정월담 아울렛 마스터플랜
Changchun Charter Premium Outlets 2010
대지위치: 중국 지린성 장춘

대지면적: 195,330㎡  

중국 심양 탁전백화점 입면디자인
Shmyang Charter Department Store 
Renovation 2012
대지위치: 중국 랴오닝성 심양

OVERSEAS 해외프로젝트



중국 장춘 탁전백화점 증축부 입면디자인
Changchun Charter Department Store
Renovation 2011
대지위치: 중국 지린성 장춘

중국 소주 코리아타운 마스터플랜
Su Zhou Korea Town Masterplan 2009
대지위치: 중국 장쑤성 소주

대지면적: 228,429㎡ 

핑구아울렛 마스터플랜
Pinggu Outlet Masterplan 2008
대지위치: 중국 허베이성 베이징

대지면적: 532,044㎡

연면적: 297,561㎡   

중국 청도 코리아타운 마스터플랜
Tsingtao Korea Town Masterplan 2007
대지위치: 중국 산둥성 청도

대지면적: 172,700㎡

건축면적: 42,298㎡

연면적: 446,118㎡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도심재개발
Tashkent City Development Project 2007
대지위치: 우즈베키스탄

대지면적: 863,340㎡

연면적: 1,868.038㎡ 

OVERSEAS 해외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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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
Master of Architec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A, USA, 1989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 대학원 박사과정,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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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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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문화관
나라키움 여의도빌딩
코오롱 동탄 통합고객지원센터
경주블루원
세종시아트센터
부산오페라하우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관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리모델링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경남 창원과학연구복합파크
한강예술섬 서울공연 예술센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경남도청사 별관 증축 및 본관리모델링
국립해양박물관
국회 제2의원회관 신축 및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2단계
생명의 다리
송도국제도시 송도아트센터
가톨릭대학교 150주년 기념관
강원도 정선공소
해비타트-사랑의 집짓기
Costco상봉점/양재점
상암동월드겁경기장
이화여자대학교 교회 및 국제교육관
정림건축사옥
이화여자대학교 행정동
대전가톨릭대성당 

자 격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네덜란드 건축사
Fellow, 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er
Fellow, Urban Land Instiute
해비타트 서울지회 이사

문 진 호 Jinho Moon, Architect S.B.A

Founder

교육경력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Cambridge, MA, USA, 1988 
School of Architecture, University of Minnesota, MN, USA, 1985 
Freie Universitat Berlin, Germany, 1980 

실무경력
(주)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대표 2007. 7 ~현재 
(주)정림건축 사장, 2000~2007
Design Principal, Anshen+Allen,1992
Design Principal, Cannon Design Inc.,1989
Principal Project Designer, Pei Cobb Freed and Partners,1988
Principal Project Designer, Doug Okun and Associates,1986
Project Designer, Ritter Suppes Plautz Architects Ltd.,1983

설계경력
용인 기흥 ICT VALLEY
나라키움 여의도빌딩
경주블루원
세종시 아트센타
부산오페라하우스
롯데 콘서트홀
김대중컨벤션센터 증축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리모델링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한강예술섬 서울공연 예술센타
송도국제도시 송도아트센터
새서울시청사
판교 엔씨소프트 R&D 센터
청계천문화관
경방필 프로젝트
한국국제전시장 KINTEX
현대해상화재보험 광화문사옥
국립중앙박물관
Santa Clara Valley Medical Center, Santa Clara, CA
Admission Bldg., Niagara University,NY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A

자 격
미국건축사,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박 승 홍 Seunghong Park, AIA

Founder

교육경력
네덜란드BOUWCENTRUM Housing, Planning＆Design 
Quality Control과정 Diploma취득, 1972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196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1958 

실무경력
(주)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대표 2007. 7 ~현재 
(주)정림건축 명예회장, 2005
(주)정림건축 부회장+KACI건축 회장, 1994 
(주)정림건축 대표, 197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8년간), 1966
(주)정림건축 연구소 설립, 1966~74
진해화학 주식회사, 1965
충주비료 주식회사, 1959

설계경력
평창동 주택  
정동제일감리교회  
봉원예배당 
MBC 여의도 방송국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통신 서울사업본부 전자교환 운영연구단
DACOM 정보통신 연구센터
대덕과학문화센터(현.롯데호텔)
인천국제공항
부산여자대학교 마스터플랜(현.신라대학교)
광주컨벤션센터
예닮교회
주안장로교회
무학교회
무안공항
포항공항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새병원
그랜드 힐튼호텔 컨벤션센타
정림건축 본사사옥
청와대본관 및 춘추관
평양과학기술대학
 
자 격
HFAIA 미국건축가협회 명예회원, 2010
한국 엔지니어클럽 부회장, 1993
한국통신 건축기술 자문위원회 위원, 1991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감사, 1984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 1982
U.I.A. 한국 교체위원, 1979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1978
건축사, KIRA, 1966

김 정 식 Jungsik Kim, KIRA, HFAIA

Chairman

교육경력
연세대학교 건축과 졸업, 1983  

실무경력
(주)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사장, 2007. 7 ~현재 
(주)정림건축 본부장, 1998~2007
(주)정림건축 설계본부, 1989~1997
동부그룹, 1987

설계경력
AIA 타워
인천국제공항 T2 전면시설
송도국제도시 송도아트센터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지구 
하동스파리조트 
대우센터 리모델링  
Nex1 R&D 센터 
엔씨 소프트 R&D 센터
센텀씨티 108층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G5 INTERNATIONAL COMPETITION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한국마사회 장수육성목장 
오송생명과학단지 현상 
아산종합운동장 
칠곡경기장
서대문청소련 수련원
서울상공회의소
SK-T 타워 
부산/경남권 경마장 
한국전력기술연구소
상암까르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창진동 재개발 6지구 설계용역
애경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국제현상 
강원은행본점
한빛플라자(주상복합) 
기독교 방송국 

자 격
건축사, KIRA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김    혁 Hyuk Kim, KIRA

President

교육경력
명지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1993
명지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1989  

실무경력
(주)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사장, 2007. 7 ~현재
정림디자인빌드 사외이사 2006~2010
목천문화재단 이사 2006~2014
(주)정림건축, 1994~2007
(주)원도시건축 1993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989~1990

기획경력
(주)정림건축 신규수주업무, 내부 경영기획 및 홍보업무 총괄 
(주)정림건축 건축실무교육 강의 담당
(주)정림건축 경영혁신작업 수행, 1994 

설계경력
여수웅천복합신도시 
천주교 수원교구 피정센터 
중국 하얼빈 서성홍박 상업시설
중국 장가항 복합상업시설
중국 북경 탁전백화점 입면계획
중국 탁전백화점 장춘점, 심양점 증축
한강예술섬 서울공연 예술센타
송도국제도시 송도아트센터
한남동 자동차전시장 개발 사업제안
죽전 자동차전시장 개발 사업제안
청진동 도시재개발 계획안
타쉬켄트 도심재개발 계획
나룻터공동체 교육관
국립중앙박물관 건축설계 및 전시설계 
국립공주박물관 마스터플랜
백제역사민속박물관 계획안
상암DMC 방송부지개발계획
서울위생병원 실버타운개발계획
영진전문대학 영어마을개발계획
고양관광문화숙박단지 설계지침용역
북경운몽산관광단지 마스터플랜
상암동 랜드마크빌딩 개발계획
용산주상복합 개발계획

자 격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김 영 준 Youngjun Kim

President

교육경력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1994  

실무경력
(주)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사장, 2007~현재
(주)정림건축, 2004~2007 
백선디자인스튜디오, 2003~2004
(주)정림건축, 1997

설계경력
성수동 업무시설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안동 세계 물포럼 기념센터
아산문예회관
세종시 아트센터
부산오페라하우스 
동의참누리원 영천지구(한의마을)
해인아트 파빌리온
세종시 정부청사 2-1구역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송도국제도시 아쿠아리움
안산시 상록구청사
한강예술섬 서울 공연예술 센터
경상남도 도청사 별관 증축 및 본관 리모델링
송도국제도시 송도아트센터 
은행권 전용시설 
엔씨 소프트 R&D 센타
안전체험테마파크
G5 INTERNATIONAL 
신라대학교 마스터플랜
일산차이나타운
혜천대 중앙도서관 

자 격
건축사, KIRA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오 호 근 Hokeun Oh, KIRA

President / Design Principal



Technical Principal

교육경력
명지대학교 건축과 졸업, 1983  

실무경력
(주)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2007. 7 ~현재 
(주)정림건축, 1986~2007
보성주택 건축기사, 1983~1986

설계경력
GS ITM 데이터센터 설계 자문
정보화진흥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표준호 연구용역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나이스그룹 데이타센터
SK그룹 데이타센터
더존그룹 데이타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종합과학관 D동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약학관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산학협력동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
동부화재 데이터센터
한화그룹 전산센터
단국대학교 천안학생회관 리모델링
현대자동차그룹 데이타센터
경인교육대 안양캠퍼스 마스터플랜 및 기본.실시설계
청계천문화관(건축문화대상/서울사랑시민상 2006)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종합과학관C동/법학관
/사법관/공학관/목동병원별관
이화여자대학교 조형관
이화여자대학교 파주캠퍼스 마스터플랜
보훈복지지원시설
현대자동차 환경기술연구소
강남IDC센타
롯데정보통신 데이타센터
부산호산나교회
부산제일교회

자 격
건축기사 1급
소방설비기사 1급 

윤 백 룡 Baekryong Youn

교육경력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Cambridge, MA, USA, 1994 
Cornell University, College of Architecture, 
Art & Planning, Ithaca, NY, USA, 1990 

실무경력
(주)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2011~현재
서울디자인의원, 2011~현재
나우동인건축, 2010
진아건축, 2006
Richard Meier & Partners, 2004
Skidmore Owings & Merrill LLP (SOM), 1995
Kallmann, McKinnell & Wood, 1994
Emilio Ambasz & Associates, 1990

설계경력
Qatar National Ambulance Headquarters
올림푸스한국 연구소
서울대학교 반려동물병원 증축
롯데 L7 호텔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신관
한국섬유기술연구소 강남사옥
하마드 메디컬 시티, 생의학연구소 및 유전자은행
롯대 시티호텔, 제주
롯대 팜콘도, 제주
'스테이트 타워' 남산 오피스빌딩 
'스테이트 타워' 광화문 오피스빌딩 
샌티포인트 광화문
Petrowaco Tower, Hanoi 
SK Telesys 판교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목적관, 기숙사, 용인캠퍼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마스터플랜
Cartier Flagship Store
포스코 송도 더샵 그린애비뉴
광교신도시 도시설개
미래에셋 센터원 오피스빌딩
'커낼워크' 송도
Weil Institute for Cornell University, Ithaca, USA
Jesolo Lido Village, Jesolo, Italy
Lester B. Pearson Airport, Terminal 1, Toronto, Canada 
Kingdom Trade Center, Riyadh, Saudi Arabia 

자 격
미국건축사,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Peter S. Choi, AIA

교육경력
스위스 로잔 연방 건축학교 마스터과정수료, 2003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졸업, 199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1996

실무경력
(주)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2007~현재
(주)Planning korea, Estream Architects
(주)정림건축, 2005-2007 
운생동 건축사사무소 2004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BK21 디자인사업단, 1999-2000 
Archinoon 건축사사무소, 1998-1999 
Dodo design associates, 1998

설계경력
한화연구소
울산산학융합지구
한양대학교 정몽구 미래자동차 연구센터
나이스데이터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관
김대중컨벤션센터 증축
인천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2 전면시설 기술제안
인천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2  
디지털 방송컨텐츠 지원센터 
경남창원 과학연구복합파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한강예술섬 서울 공연예술 센터 
국립해양박물관
송도국제도시 송도아트센터  
생명의 다리(Eco bridge) 전시기획 및 건축컨셉 디자인 
성남 판교 중심상업 복합단지
한강예술섬 서울 공연예술 센터 
서울특별시 청사증개축
천년의 문 현상설계 

자 격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배 기 두 Geedo Bae

Design PrincipalDesign Principal Senior Associate Principal

교육경력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실무경력
(주)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2008 ~ 현재
KANG ARCHITECT 1998 ~ 2008
(주)정림건축 1987 ~ 1998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1984 ~ 1987
(주)원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실습 1983

설계경력
한국섬유기술연구소 강남사옥
동의참누리원 영천지구_한의마을 
나이스 데이터센터
롯데 콘서트홀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리모델링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차그룹 판교 종합연구소
세종시 정부청사 2-1구역
Zero Emission School 모형개발계획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경남창원 과학연구 복합파크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육상진흥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종합과학관 D동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관
동부그룹 전산센타
시공테크 판교 신사옥
판교 엔씨소프트 R&D 센터
AIA 타워
한강예술섬 서울 공연예술 센터
평양 나눔종합검진센터
송도국제도시 송도아트센터
한화그룹 전산센터
행복도시 국립도서관 건립공사 기술제안
행복도시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타 건립공사 기술제안
경남관광사옥
국립중앙박물관
현대해상보험 강남사옥
국립공주박물관
대한생명63빌딩별관
신동아화재해상보험본사사옥
담배인삼공사 현상설계
충주시청사 현상설계
제주도이기풍선교기념센터
다동 동아생명사옥
목동 CBS 방송국
 
자 격
건축사, KIRA

강 신 흥 Shinheung Kang, KIRA

Senior Associate Principal

교육경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과 졸업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실무경력
(주)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2013 ~ 현재
(주)정림디자인빌드 2004 ~ 2012
(주)정림건축 1992 ~ 2004

설계경력
HMC New Ambulance Headquarters
서울대학교 반려동물병원 증축
Hamad bin Khalifa Medical City Lower Level Design
Translational Research Institute & Qatar Biobank-2
부암동 목인박물관
평택파비뇽
성락교회
대광고 60주년 기념관
보령메디칼빌딩
하이닥두원 김해공장
노량진교회 100주년 기념관
청담동 CS빌딩
포도빌딩
한샘빌딩
무학교회
이화여자대학교 첨단강의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및 대학교회
이화여자대학교 SK Telecom관
현대성우리조트 제 2차 콘도미니엄
갈보리교회
주안장로교회상가동
단국대학교 신캠퍼스 학생회관
영락고등학교 증축
한국통신중앙연수원 기숙시설
충남공무원 교육원개보수
한국통신보급사업단 수위실
구호 e-mart
분당 e-mart
통영섬유사택
중국장춘시 한국촌
삼성동 KD빌딩
(주)가양공장
천태종관문사
 
자 격
건축사, KIRA
건축기사 1급

이 종 성 Jongsung Lee, KIRA

교육경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수료, 2011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실무경력
(주)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2007~현재
(주)정림건축, 2002~2007 
가람건축, 2000~2002
한국환경,1998~2000 
환경그룹, 1994 

설계경력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
안동 물포럼 파빌리온
창원 남문지구 중흥 S 클래스 프라디움 
아산문예회관
행정중심복합도시 1-5 생활권 
세종시 아트센터
제주 블랙야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청소년 비젼센터
이화여자대학교 마곡병원  
잠실 제2롯데월드 공연장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리모델링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부산오페라하우스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한강예술섬 서울 공연예술 센터
대한민국 국회 제 2의원회관 신축 및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 
경상남도 도청사 별관 증축 및 본관 리모델링 
국유부동산 개발사업 
국방시설본부청사 
양산부산대학병원 
국군광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증축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개축
전통문화홍보교육관
국군부산병원 
서귀포 여성회관 

박 종 인 Jongin Park

Senior Associate Principal



Senior Associate Principal Senior Associate Principal Senior Associate Principal Senior Associate Principal

교육경력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Cambridge, MA, USA, 2004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공학과 졸업, 1997

실무경력
(주)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2012~현재
Sasaki Associates, 2009~2011
Koetter Kim Associates, 2004~2009
Charles Rose Architects, 2004
(주)종합건축사 사무소 장(場), 1997~2000    

설계경력
Qatar National Ambulance Headquarters
King Abudullah Sports City Multi-Sports Hall & 
Athletic Stadium
대신증권 사옥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신관
충북대학교 기숙사
여수웅천복합신도시
Fuxing Island 복합상업 및 주거개발
쿠알라 룸프르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Jiading Malu Art District
달리안 Lenovo 복합상업 및 주거개발
Kaohsiung Maritime Cultural & Pop Music Center 
달리안 Lingshui Bay Waterfront 복합상업 및 주거개발
중국 리쟝 Lashihai Lake휴향형 주거단지
세운상가 재개발 블록 4 매스터플랜 및 복합상업시설
리야드 주거단지개발
아부다비 Hudayriat 아일랜드 주거 및 교육 단지개발
카자흐스탄 악타우 도시개발 매스터플랜
카자흐스탄 Kazemir Development 악타우 오피스
인디애나주 Columbus Common 오피스
University of Southern Maine 캠퍼스 매스터플랜 및 
Wishcamper Center 설계
베이루트 블록 118 복합상업 및 주거개발

자 격
미국건축사,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Registered Architect, State of Massachusetts, USA 

박 준 상 Joon S. Park, AIA

교육경력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실무경력
(주)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2007~현재
(주)정림건축, 2005~2007
하나윈건축, 2003~2004 
정림건축, 2000~2002
건축연구소 한건축, 1997~1999
건축연구소 탑건축, 1996

설계경력
삼양리조트
S2 킨텍스 관광호텔
청담동 복합건물 
경주블루원 
롯데 L7 호텔
신안 하이원아일랜드 리조트 건축설계 
코오롱 동탄 통합고객지원센터 
천주교 수원교구 피정센터 
동의참누리원 영천지구_한의마을  
현대자동차 일산복합거점 
부산과학관 
제주 블랙야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동대문 관광호텔  
양평교통재활병원
디지털방송국 
의성CC 클럽하우스 
강원랜드 카지노
아산 Waterpark & Resort 
서울시청사 
성남시청사 
서울 국유부동산(남대문세무서) 개발사업 
제 2안전성 평가연구소 
연세대 새병원
영문 초등학교

이 영 명 Youngmyoung Lee

교육경력
한양대학교 건축디자인대학원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실무경력
(주)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2008~현재
(주)정림건축, 2003~2008
(주)공간건축, 2000~2001     

설계경력
중국 강음 mambat 상업시설 현상설계, 2015
미얀마 복합 상업시설 마스터플랜, 2015
중국 홍치가 백화점 신축공사, 2015
중국 홍치가 복합 상업시설 신축공사, 2015
여수 웅천 복합상업단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2015
중국 주하이 백화점 신축설계, 2015
경주 블루원 상단부지 개발사업, 2015
중국 북경 국가 정보 지리단지 마스터플랜, 2014
신안 하이원 리조트 개발사업, 2014
여수 묘도 개발사업 마스터플랜, 2013
천주교 수원교구 성필립보 제2생태마을 신축공사, 2013
중국 하얼빈 홍박1기 상업시설, 2013
중국 장사흥량 백화점 신축공사, 2013
여수 웅천택지개발지구 마스터플랜, 2012
제주 공자성 신축공사, 2012
중국 심양 신북시명성백화점 현상설계, 2012
중국 심양 탁전백화점, 2012
천주교 수원교구 피정센터 현상설계, 2011
중국 하얼빈 홍박2기 상업시설, 2011
중국 하얼빈 서성홍박 복합 상업시설, 2011
천주교 인천교구 갑곶순교성지 영성수련관, 2010 
엘림리조트, 2009
국립중앙박물관 정문주변 편의시설, 2009 
NCsoft 판교 R&D센터, 2008
현대해상 금산연수원, 2006
현대홈쇼핑 사옥, 2005 
대구 범어동 주상복합, 2004
한국 마사회 장수 제2육성목장, 2004
칠곡종합운동장, 2003
아산공설운동장, 2003
부산/경남권 경마장, 2000
일죽유토피아, 2000
안산테크노파크, 2000
천년의 문, 2000

자 격
건축사, KIRA 

전 경 환 Kyunghwan Jeon, KIRA

교육경력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
와싱턴 대학교 건축학과 석사

실무경력
(주)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2007~현재
희림건축사사무소, 2007 
TVS & Associates, 2005~2007
PFVS Architects, 2003~2004 
Stevenson & Wilkinson, 2001~2003 
(주)정림건축, 1997~1998 

설계경력
신갈물류소 신축 
코스트코 대구점 
KBS 주체육관 다목적홀 환경개선
세종시 아트센터 
제2잠실 롯데 콘서트홀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리모델링 
경남창원 과학연구 복합파크 
한강예술섬
송도아트센터 
송도 North East Asia Trade Tower 
Palmetto Convention Center Renovation 
Marriott Marquis Hotel Renovation 
KSU Science Lab
Hilton Garden Inn 
Wyndham Airport Hotel at Louisville 
Trickum Middle School
Meadow Creek Middle School
Old Alabama Middle School 
성모자애병원 계획안

자 격
미국건축사,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NCARB 

박 세 환 Sehwan Park, AIA

Associate Principal

교육경력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박사 졸업, 2015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MA in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대학원 석사 졸업, 2004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1991

실무경력
(주)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2015~현재
현대건설(주) 건축설계실, 2007~2015
동부건설(주) 디자인 팀, 2005~2007
(주)무영건축사사무소, 1990~2000

설계경력
왕십리 뉴타운 3구역 명품주거단지조성, 2014
힐스테이트 영통 특화설계 및 분양, 2014
힐스테이트 평택 외관 및 외부공간, 2014
목동 힐스테이트 외관 및 외부공간, 2013
ZS및 다운타운 간부숙소, 2013
미8군막사 및 유아보육센타, 2011  
여수엑스포 한국관등 기타전시관 및 지원시설, 2010
한림대의료원 동탄병원 신축공사 기술제안, 2010
동남권물류단지 PF사업, 2010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 및 신재생에너지연구소, 2009 
여수엑스포타운 1,2블럭 아파트건설공사, 2009
송도 사이언스 빌리지 복합시설구역 
스트리트몰 A블럭, 2009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 2008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복합단지 개발사업, 2008
국립 고흥 청소년 우주체험센터, 2007
화성시 여성청소년수련관, 2007
안동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2006
강원도개발공사 골프 및 빌라조성(알펜시아), 2005
광주보훈병원, 2000
강원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1998
내수3지구 도심 재개발 주상복합, 1996
국방부 창동병원, 1995
고려대학교 국제관, 1995
KBS 수원방송센터건립공사, 1994
경기 체육고등학교, 1993
대한주택공사 속초연수원, 1992
지방공사 인천병원, 1991
 
자 격
건축사, KIRA

박 유 정 Youjung Park, KIRA

Associate Principal

교육경력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건축계획 전공 

실무경력
(주)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2007~현재
(주)정림건축, 1996~2007     

설계경력
코오롱인더스트리고객지원센터, 2015 
이케아광명점, 2013 
현대자동차GDSI매뉴얼, 2012 
중국북경현대자동차쇼룸및서비스센터, 2012 
현대자동차쇼룸 영동점, 2012 
코스트코 의정부점, 2013 
코스트코 천안점, 2012 
중국 하얼빈 홍박전시쇼핑센터, 2011 
코스트코 광명점, 2011 
코스트코 공세점, 2010 
코스트코 울산점, 2010 
신세계백화점 충정점, 2009 
시공테크판교본사, 2008 
코스트코 부산점, 2007 
LIG넥스원 판교R&D센터, 2006 
홈플러스 천호점(구 까르푸), 2006 
코스트코 일산점, 2005 
하남벤처빌딩, 2005 
SKT타워, 2004 
서울월드컵주경기장, 2001 
롯데마트 울산점, 2001 
코스트코 상봉점, 2000 
코스트코 양재점, 1999 
CGV 멀티플렉스 인천점, 1999 
인천국제신공항터미널, 1998 
CGV 멀티플렉스 야탑점, 1998 
CGV 멀티플렉스 테크노마트점, 1997 
나이키고객지원센터, 1996  

자 격
건축사, KIRA  

김 동 렬 Dongyeul Kim, KIRA

Associate Principal

교육경력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Cambridge, MA, USA, 2002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공학과 졸업, 1995

실무경력
(주)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2009~현재
Pei Parntnership Architects, 2005~2009
di Domenico + Partners LLP., 2004~2005
Rafael Vinoly Architects P.C., 2002~2004
(주)정림건축, 1995~1997   

설계경력
Lusail Expresway Artscape, 2015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계획 7017 프로젝트 2015
연세대학교 법인사무처, 2014
KT&G 복합시설, 2014
Kuwait Causeway Visitor Center, 2013
하마드 메디컬 시티 CP 300B, 2013
하마드 메디컬 시티, 생의학연구소 및 유전자은행, 2011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설계공모, 2011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2011
한강예술섬 서울 공연예술센터, 2009

자 격
미국건축사,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Registered Architect, State of New York, USA 

홍 성 규 Seungkyu Hong, AIA



Associate Principal

교육경력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실무경력
(주)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2007~현재
(주)정림건축 1998~2007
(주)신성건설 1990~1998 
포스코개발(주) 1987~1990

설계경력
한화연구소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COSTCO 부산점 신축공사
COSTCO 울산점 신축공사
신세계백화점 천안점 리모델링 및 증축
이화여자대학교 종합과학관 D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기숙사
한화그룹 전산센터
동부그룹 전산센타
파주 현대오토에버 데이터센터
가톨릭대학교150주년기념관 
가톨릭대학교150주년기념관 
쉥커코리아 항공화물창고 
서울상공회의소 리모델링 및 증축
월마트 마산점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서화초등학교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날  

백 시 문 Shimoon Baek

Associate Principal

교육경력
경원전문대학 건축설비학과 졸업

실무경력
(주)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2008년~현재
(주)정림건축 1989년 ~ 2008년
(주)하나기연 설계실 1987년 ~ 1989년

설계경력
GS ITM 데이터센터 신축설계 및 시공자문
경주블루원
제주 블랙야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동대문 관광호텔
한국섬유기술연구소 강남사옥
인천국제공항 T2 전면시설
SK C&C IT Complex
이화여자대학교 솔베이 연구소 설계
나이스 데이터센터 설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및 연수원 설계
현대오토에버 데이터센터 설계
더존 데이터센터 설계
한강예술섬 서울 공연예술 센터
한화통합전산센타 건립공사 설계, 감리
동부화재전산센타 건립공사 설계, 감리
CM: 주영커먼 백화점, 한국 마크로 인천점, 정동 상림원
대덕 롯데호텔 설계, 감리
선경그룹종합연구소 설계, 감리
한국해사 연구소 설계
극동 방송국 설계
한국방송영상제작시설 설계
기독교 방송국 설계
불교 방송국 설계, 감리
가톨릭 성모자애병원 설계
이대 목동병원 설계, 감리
충북은행 전산센타 설계
데이콤 제2국사 설계, 감리
전북은행 본점 설계
가스공사 본사 설계
현대해상 강남사옥 설계, 감리
증권감독원 설계, 감리
중앙투자신탁 본점 설계, 감리
장기신용은행 본점 설계, 감리
현대해상 본사사옥 리노베이션
이화여자대학교 설비설계 및 감리
(인문관, 종합과학관, 법학관, 공학관, 포
스코관, 삼성문화센타, 조형관, 자연사박물관, 
기숙사, 사회복지관, 학생회관, 과학관 C동)

김 승 휘 Seunghwi Kim

Associate Principal

교육경력
동양공업전문대학 건축과 졸업

실무경력
(주)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2007~현재
(주)정림건축 인테리어디자인실 소장 , 2000~2007
(주)민설계 설계4실 실장, 1991~1999
(주)탑인터내셔날 해외설계팀, 1989~1991
(주)플러스건축 설계실, 1988~1989

설계경력
Hyundai Training Academy Global Menual 
인천국제공항 T2 전면시설
현대자동차 아중동지역본부 교육장
동대문 호텔
아라리오 복합상업시설, 신세계 충청점 
아라리오갤러리 제주 스튜디오
대치동 호텔
동부그룹전산센터
송도국제도시 송도아트센터  
정동상림원
천안 야우리복합상업시설
피카디리극장
CGV 목동,불광동,용산멀티플렉스
수도병원 장례식장
서울상공회의소 리모델링 계획
Hotel Castle 전관증축
포항 MBC시네마
천안 야우리멀티플렉스8
한국자산관리공사 아셈타워
동화은행 본점
국민은행 신축본점
현대마북리연구소
서울 프라자호텔
국민투자신탁 애천홀
성북동 민빌라
노보텔 엠버서더호텔
Guam nikko Hotel
Jakarta Grand Hyatt Hotel
잠실 롯데월드민속관

자 격
실내건축기사 1급

함 명 환 Myunghwan Ham황 철 호 Chulho Hwang, KIRA

교육경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1990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1988
네덜란드 TU델프트 공과대학교 건축대학 연구교수, 2009

실무경력
(주)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2013~현재
(주)정림건축, 1995~2012
㈜서울건축, 1992~1994
우원건축(조성룡도시건축), 1990~1991  

설계경력
서울역 고가 기본계획 국제지명 현상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 
광주교통회관 
행복도시 대통령 기록관 기술제안 
판교 알파돔 복합시설 
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현상 우수상
한국전력본사 현상 입선
부산 해양박물관 BTL 당선
쉥커 물류센터 
대덕비즈니스 허브센터 턴키 당선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 캠퍼스 마스터플랜
판교 테크노벨리 테피아 PF 사업 당선
연세대학교 첨단교육관
송도타워
베트남 주상복합빌딩
수자원공사 수도통합운영센터 턴키 당선
광주광역시 컨벤션센터 국제현상 당선
수자원공사 국제수돗물종합검사센터 현상 당선 
유한대학타워 현상 당선,
교보생명 일산사옥 현상 당선
연세 새 세브란스 병원

자 격
건축사, KIRA

Associate Principal



camp SUSTAINABLE

camp BIM

camp CONTRIBUTION

camp CULTURE

camp GLOBE



We compete with creative ideas 
and technologies.

camp SUSTAINABLE

미국 그린빌딩 위원회(USGBC)가 만든 자연친화적 빌딩, 건축물에 부여하는 친화경 

인증제도로 네이버 데이타 센터 각은 건물을 짓기 위한 대지 선정부터 설계, 시공, 

운영 등 전단계에 걸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줄이고자 했다. 

네이버 데이타 센터 각은 미국친환경 인증등급인 LEED V2009로 전세계 데이터 

센터 최초로 LEED PLATINUM을 획득하였으며, 한강 예술섬 서울공연예술센터, 

세종시 정부청사 2-1구역,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등 여러프로젝트에서 

한국친환경건축 인증을 받아 자연친화적인 건축 설계를 하고 있다.

한강 예술섬 서울공연예술센터

세종시 정부청사 2-1구역

하마드 메디컬 시티, 생의학연구소 및 유전자은행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Zero Emission School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

We keep ourselves updated with the 
newest technologies

디엠피건축은 많은 프로젝트에서 창의적 조형을 만들어 왔고 그 상당부분은 비정형 형태로서 

소프트웨어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상과 패턴의 디자인 어휘를 사용해왔다. 2009년부터는 

'한강예술섬 서울공연예술센터' 프로젝트를 통해 비정형 건축물의 BIM 기술력을 축척해 왔다. 

또한 2010 BIM AWARDS 대상을 수상한 이후부터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BIM 전문 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설계 단계별 분석 작업을 통한 효율적 BIM 적용 

방안을 도출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한강예술섬 서울 공연예술센터, 

2012여수세계박람회 주제관, 잠실 제2롯데월드 공연장, 대구시민회관 리모델링, IKEA 광명점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BIM을 적용하여 창의적 디자인 및 기술적 이슈들을 해결하였다.

한편 조달청은 2012년부터 발주하는 500억 이상의 프로젝트에 BIM 설계를 의무화했고 더 

나아가 2016년부터는 모든 공공 설계 발주에서 BIM이 도입 될 방침이다. 디엠피건축은 전통적인 

설계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사소통의 수단을 개발하고 건축가가 체계적인 디지털 프로세스 

활용을 통해 BIM 설계 의무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 확보와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중이다.

camp BIM



We have a spirit of sharing with the 
community we belong to

디엠피건축은 창사이래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을 하고 있다. 건축은 자연을 피하는 

지붕을 제공하는 쾌적한 물리적 환경 구성뿐만 아니라 안락한 정신적 환경 구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재능을 기부(Habitat for Humanity) (사랑의 집짓기)와 르완다 Peace center 무료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잘 살펴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작은 나눔(사랑의 

연탄나눔운동, 태안기름유출청소, 고아원 책 기증 등)을 공유한다.

디엠피건축은 건축을 매개로 한 작은 실천을 통해 사회공헌에 앞장서겠습니다.

camp CONTRIBUTION

재능기부 프로젝트

사회봉사프로젝트
사랑의 집짓기

르완다 평화센터

캄보디아 밧티에이병원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태안기름유출봉사단

We value and respect our staffs
We seek stimulations from 
variety of people

젊은 건축가 그룹인 디엠피건축의 구성원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주변과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건축가에게 상상의 표현은 어떤 제약도 없으며, 주변의 모든 것과 

거침없는 소통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전달되고 의미를 맺어진다. 

베니스비엔날레와 같은 대외적인 전시를 통해 건축인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직원과의 

공유를 위해 디엠피안에서는 OPEN WALL를 마련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다. 또한 사내현상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dmp 

contest는 디엠피의 건축문화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드는 발판이 되고 있다.

camp CULTURE

Venice Biennale 

dmp wall

dmp Contest

dmp 
Forum & Seminar



China

Mexico

Rwanda

Qatar

Uzbekistan

Kuwait

Saudi Arabia

Cambodia 

Kazakhstan

camp GLOBE

We make every single project 
a world-class project

디엠피건축의 모든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수준을 향한다. 우리에게 

지역적인 한계는 없으며, 한국을 넘어 세계로 우리의 무대를 넓혀가고 

있다. 세계로 뻣는 우리의 자취는 실크로드의 방형성을 갖고 있다. 

문화적인 공통점이 많은 중국을 통과하여 중앙 아시아(우즈베키스탄과 

타슈켄트)를 지나 중동(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에 꽃 피우고 있다. 

COSTCO, IKEA, AROMCO와 같은 세계적인 Client와 함께 동서양의 

문화를 담은 디엠피건축의 활동은 세계로 향한다. 북경 국가정보산업단지 마스터플랜

하얼빈 서성 홍보광장 상업시설 

하얼빈 홍박1기 상업시설 

하얼빈 홍박2기 상업시설

하얼빈 탁전 백화점 쇼핑몰 마스터플랜 

장춘 정월담 아울렛 마스터플랜

장춘 탁전백화점 증축부 입면디자인

심양 명성 신북시 백화점

심양 탁전백화점 입면디자인

탁전백화점 북경점 리노베이션

핑구아울렛 마스터플랜

청도 코리아타운 마스터플랜

정주 정홍 복합상업시설

장가항 복합 상업시설

소주 코리아타운 마스터플랜 

장사 흥양 란카푸 백화점

하얼빈

장춘

심양

북경

청도

정주

장가항
소주

장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도심재개발 
Tashkent City Development Project 2007 

아스타나 스포츠 컴플렉스 
Astana Sports Complex 2012

아프리카 르완다 카롱기 평화센터 건립
Repulic of Rwanda_Karongi Youth Peace Center 2013

하마드 메디컬 시티, 생의학연구소 및 유전자은행 
Translational Research Institute & Qatar Bio-Bank 2011

New Ambulance Service HQ and Service station, 
HMC 2014

Visitor Center, Lusail Artscape 2015

캄보디아 밧티에이병원 
Batheay Referral Hospital in the District of Batheay, Cambodia 2012

현대자동차 딜러쉽 스토어
Hyundai Motor Dealership Store
(Villa Coapa, Toluca, Satélite Naucalpan, 
North, Universidad, Merida)

쿠웨이트 코즈웨이 방문자 센터 
Visitor Centre, 
Sheikh Jaber Al Ahmed Al Sabah Causeway 2010Housing, King Abdullah Petroleum Studies 

and Research Center 2012

Hamad Medical City Hospital Fit-out 2011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다목적홀 
& 보조경기장 
Multipurpose Sports Hall 
And Athletic Stadium, KASC 2013

dmp Bldg, 142-22 Samsung-dong, Gangnam-gu, Seoul, 135-876, Korea    
Tel. 82.2.550.7500   Fax.82.2.550.7506   www.dmppartners.com

designcamp moonpark dm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