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해디자인스는

신생기업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동안 건축 및 실내 분야 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훌륭한 디자이너와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고객감동을 위한 새로운 공간

창조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아래 사항을 당사의 핵심 가치로 여기며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1.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창조적이고 격조 높은 공간을 창조

2. 숙련된 기술력으로 고객의 Need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디자인을 통해서

고객들께 최상의 만족을 제공

3.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을

파악하고 제시함으로써 고객의 가치를 높인다.

㈜다해디자인스는 이러한 핵심 가치를 통해 작은 것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며 항상

노력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인사말
Message



회사연혁
History

회 사 명

설립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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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전 화

F    A    X

E – M a I l

Homepage

업 무 내 용

가 입 단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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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 다해 디자인스

:  2012년 2월 다해 설립
2017년 3월 ㈜다해 디자인스 법인 설립
2017년 3월 ㈜포이즈건장 인수합병 (포이즈건장 설립년도 1990년)

: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145, 204호

:  (02) 488-9239

:  (02) 488-9238

:  dahedesign@naver.com

:  www.dahedesigns.com

:  호텔, 백화점, 주거공간, 상업공간, 업무공간, 금융, 병원
스포츠&레저공간, 전시장&박물관, SIGN&그래픽, 건물 외장

: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협의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업협회

대 표 이 사○ :  김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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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
Certificate



제증명서
Certificate (Philippines)



제증명서
Certificate (Indonesia)



제증명서
Certificate (Vietnam)



제증명서
Certificate (Camer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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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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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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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HE DESIGNS GLOBAL NETWORKS

KOREA (HQ)

VIETNAM

PHILIPPINES

INDONESIA
CAMEROON

KOREA 
PHILIPPINES
INDONESIA
VIETNAM
CAMEROON

DAHE DESIGNS CO., LTD (HQ)
DAHE TOP DEVELOPMENT CORPORATION
PT DAHE DESIGN INERNATIONAL
DAHE DESIGNS VINA
DAHE DESIGNS AND CONSTRUCTION SARL



Portfolio

공사실적

주거공간

• 다인건설 양산 로얄팰리스 3차 설계, 시공
• 다인건설 울산 로얄팰리스 1차 설계, 시공 (진행중)
• 다인건설 배곧 로얄팰리스 5~9차 설계, 시공
• 신당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설계, 시공 (진행중)
• 충주 위담통합의료병원 기숙사 리모델링 (진행중)
• 제주 건설회사 회장 개인별장 디자인 설계 (진행중)
• 다인건설 배곧 로얄팰리스 1~4차 설계, 시공
• 김포 동도 센트리움 UNIT 제안 –계획 설계
• 인왕산 어울림 아파트 환경특화 디자인 설계, 시공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240-3 신축 설계, 시공
• 공세리 대주 피오레 펜트하우스(50세대) 설계, 시공
• 용인 대주 피오레 A블록 펜트하우스 디자인 설계, 시공



Portfolio

공사실적
다인건설 양산 로얄팰리스 3차 설계, 시공



Portfolio

공사실적
다인건설 울산 로얄팰리스 1차 설계, 시공 (진행중)



Portfolio

공사실적
다인건설 배곧 로얄팰리스 5~9차 설계, 시공

HALL

ROOM



Portfolio

공사실적
다인건설 배곧 로얄팰리스 1~4차 설계, 시공



Portfolio

공사실적
공세리 대주 피오레 펜트하우스(50세대) 디자인 설계, 시공



Portfolio

공사실적
용인 대주 피오레 A블록 펜트하우스 디자인 설계 및 시공



Portfolio

공사실적

호텔 & 리조트

• 대방건설 알펜시아리조트 타운하우스 56객실 설계 납품
• 인천 서구 무인텔 A,B동 신축공사 설계, 시공 (진행중)
• 쉐라톤 서울 팰리스 강남 호텔 리모델링 (진행중)
• 서울 플라자 호텔 객실 시공
• 서귀포 칼 호텔 객실 시공
• 서귀포 중문 호텔 하나 설계, 시공
• 서귀포 파라다이스 호텔 객실 시공
• 알펜시아 인터컨티넨탈 호텔 시공
• 알펜시아 홀리데이 인 호텔 시공
• 여의도 IFC 콘래드 호텔 객실 리모델링
• 신라호텔 리모델링, 시공
• 롯데호텔 리모델링
• 남해 힐튼 리조트 & 스파 리조트 시공
• 제주 리쳄블 리조트 (진행중)
• 뉴경남관광 호텔
• 라헨느 리조트
• 락희 호텔 리모델링
• 락희 관광호텔 객실 테마별 디자인 설계, 시공



공사실적
대방건설 알펜시아리조트 타운하우스 56객실 설계 납품Portfolio

Dining & Kitchen

Bed room Bath room

Living room



공사실적
인천 서구 무인텔 A,B동 신축공사 설계, 시공 (진행중)Portfolio

A동 2F FLOOR PLAN

B동 2F FLOOR PLAN예상 이미지



공사실적
서귀포 중문 호텔 하나 디자인 설계 및 시공

Living room Dining & Kitchen

Bed room

Portfolio
By Officers



공사실적
알펜시아 홀리데이 인 호텔 시공

Living room Dining & Kitchen

Bed room

Portfolio
By Officers



공사실적
여의도 IFC 콘래드 호텔 객실 시공

Living room Dining & Kitchen

Bed room

Portfolio
By Officers



공사실적
남해 힐튼 리조트 & 스파 리조트 시공

Living room Dining & Kitchen

Bed room

Portfolio
By Officers



공사실적
제주 리챔블 리조트 호텔 디자인 설계 및 시공 (진행중)Portfolio



공사실적
뉴경남관광 호텔Portfolio



공사실적

Exterior
Lobby

Lobby Lounge

라헨느 리조트 설계 및 시공Portfolio



공사실적
락희 관광호텔 객실 테마별 디자인 설계 및 시공

욕실 Room1복도

Room3Room2

Portfolio



공사실적
Portfolio

업무 시설 및 병원

• 역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진행중)
• 삼성동 유라테크 빌딩(포스코A&C 발주) 리모델링 공용부 설계
• 논현동 업무시설 신축 공사 설계, 시공
• 중앙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설계, 시공
• 중앙대병원 인터벤션센터 설계, 시공
• 대구 정암빌딩 리모델링 설계, 시공
• 판교 DHK 본사(일본 DISCO사) 한국지사 사무실 설계, 시공
• 수원 김안과 디자인 설계, 시공
• 삼성 에버랜드 경력 컨설팅센터 OFFICE 설계, 시공
• 나우이엔씨 OFFICE 디자인 설계, 시공
• TCK 안성공장 OFFICE 디자인 설계, 시공
• GG 무역 사옥 설계, 부분 시공 /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 삼성 에버랜드 본관 OFFICE 설계, 시공



공사실적
역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진행중)Portfolio



공사실적
삼성동 유라테크 빌딩(포스코A&C 발주) 리모델링 공용부 설계Portfolio

1층 로비

기준층 홀



공사실적
논현동 업무시설 신축 공사 설계 및 시공Portfolio



공사실적
중앙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설계 및 시공Portfolio

FLOOR PLAN



공사실적
중앙대학교병원 인터벤션센터 수술실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Portfolio



공사실적
대구 정암빌딩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Portfolio



공사실적
판교 DHK 본사(일본 DISCO사) 한국지사 사무실 디자인 설계 및 시공Portfolio



공사실적
수원 김안과 디자인 설계 및 시공 삼성 에버랜드 경력 컨설팅센터 OFFICE 디자인 설계 및 시공Portfolio



공사실적
삼성 에버랜드 본관 OFFICE 설계 및 시공Portfolio



공사실적
Portfolio

클럽 하우스
Club House

• CLUBD 보은 컨트리 클럽 설계, 시공
• 그랜드 컨트리 클럽 설계, 시공
• 내장산 컨트리 클럽 클럽 하우스 디자인 설계
• 이스트 밸리 컨트리 클럽 설계, 시공
• 보라 컨트리 클럽 설계, 시공
• 기흥 컨트리 클럽 설계, 시공
• 금강 센테리움 컨트리 클럽 설계, 시공



공사실적
CLUBD Boeun Country Club 설계 및 시공Portfolio



공사실적
Portfolio Grand Country Club 설계 및 시공



공사실적
East Valley Country Club 설계 및 시공

Exterior
Lobby
Front Desk
Lobby Lounge
Restaurant

Portfolio



공사실적

Exterior
Lobby

Lobby Lounge

Bora Country Club 설계 및 시공Portfolio



공사실적

로비/라운지

Damyang Dynasty Country Club 설계 및 시공Portfolio



공사실적

모델하우스

• 현대엔지니어링 상봉동 모델하우스 설계, 시공
• 대방건설 마곡사옥 내 복도 및 홍보관 축조공사 설계, 시공
• 상계 센트럴뷰 홍보관 설계, 시공
• 대방건설 부산신항1차 모델하우스 설계, 시공
• 다인건설 창원 주택전시장(홍보관) 설계, 시공
• 다인건설 울산 엠스테이호텔 모델하우스 설계, 시공
• 대방건설 양주옥정1차 대방노블랜드 모델하우스 설계 제안
• 대방건설 고산1차 대방노블랜드 모델하우스 설계, 시공
• 광주 대주 피오레 주택 전시관 디자인 설계, 시공
• 다인건설 하남 미사 모델하우스 디자인 설계, 시공
• 코오롱 건설 부여 모델하우스 디자인 설계, 시공
• 다인건설 시흥 배곧지구 모델하우스 디자인 설계, 시공
• 양산 양우건설 모델하우스 디자인 설계, 시공
• LH 부천 모델하우스 디자인 설계, 시공
• 다인건설 부산 하단 모델하우스 디자인 설계, 시공
• 다인건설 중랑구 상봉동 모델하우스 디자인 설계, 시공
• 현대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리모델링 설계, 시공

Portfolio



공사실적
Portfolio 현대엔지니어링 상봉동 모델하우스 설계, 시공



공사실적
Portfolio 대방건설 마곡사옥 내 복도 및 홍보관 축조공사 설계, 시공



공사실적
Portfolio 상계 센트럴뷰 홍보관 설계, 시공



공사실적
Portfolio 대방건설 부산신항1차 모델하우스 설계 및 시공



공사실적
Portfolio 다인건설 창원 주택전시장(홍보관) 설계 및 시공



공사실적
울산 엠스테이호텔 모델하우스 설계 및 시공Portfolio



공사실적
대방건설 양주옥정1차 대방노블랜드 모델하우스 디자인 설계 제안Portfolio



공사실적
대방건설 고산1차 대방노블랜드 모델하우스 디자인 설계 및 시공Portfolio



공사실적
광주 대주 피오레 주택 전시관 디자인 설계 및 시공Portfolio



공사실적
다인건설 하남 미사 모델하우스 디자인 설계 및 시공

Lobby

Room

Portfolio



공사실적
코오롱 건설 부여 모델하우스 디자인 설계 및 시공

Exterior

Exterior

Lobby

Lobby

Portfolio



공사실적
다인건설 시흥 배곧지구 모델하우스 디자인 설계 및 시공

Exterior

Exterior Room

Reception

Lounge

Portfolio



공사실적
양산 양우건설 모델하우스 디자인 설계 및 시공

Lounge

Reception

Portfolio



공사실적
LH 부천 모델하우스 디자인 설계 및 시공

Lobby

Reception

Portfolio



공사실적
경기도 광주 역동 현대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및 시공Portfolio



공사실적
Portfolio

커뮤니티

• 양주회천1차 대방노블랜드 커뮤니티 설계 납품
• 인천검단 2,3차 대방노블랜드 커뮤니티 설계 납품
• 양주옥정 중심상업용지 대방디엠시티 근린생활시설 설계 납품
• 대구국가산단 대방노블랜드 커뮤니티 설계 납품
• 대방건설 화성송산2차 대방노블랜드 커뮤니티 공사
• 대방건설 화성송산3차 대방노블랜드 커뮤니티 공사
• 대방건설 양산3차 대방노블랜드 커뮤니티 공사
• 대방건설 양산8차 대방노블랜드 커뮤니티 공사
• 대방건설 의정부 고산1차 대방노블랜드 커뮤니티 설계 납품



공사실적
양주회천1차 대방노블랜드 커뮤니티 설계 납품Portfolio

실내볼링장로비

북카페피트니스센터



공사실적
인천검단 2,3차 대방노블랜드 커뮤니티 설계 납품Portfolio

수영장로비

체육관실내골프연습장



공사실적
양주옥정 중심상업용지 대방디엠시티 근린생활시설 설계 납품Portfolio

공용화장실 (여)

공용화장실 (남)



공사실적
대구국가산단 대방노블랜드 커뮤니티 설계 납품Portfolio

키즈룸휘트니트 센터

실내 골프연습장로비



공사실적
대방건설 화성송산2차 대방노블랜드 커뮤니티 공사Portfolio

▲FLOOR PLAN

LOBBY

GOLF ZONEKID’S ROOM

EXTERIOR

BOOK CAFE



공사실적
대방건설 화성송산3차 대방노블랜드 커뮤니티 공사Portfolio

▲FLOOR PLAN

SWIMMING POOL SWIMMING POOL

FITNESS CLUBGOLF ZONEBOOK CAFE

HALLWAY HALLWAY



공사실적
대방건설 양산3차 대방노블랜드 커뮤니티 공사Portfolio



공사실적
대방건설 양산8차 대방노블랜드 커뮤니티 탁구장 공사Portfolio



공사실적
의정부 고산1차 대방노블랜드 커뮤니티 설계 납품Portfolio

SWIMMING POOL KID’S ROOM

수영장

샤워실
(남)

샤워실
(여)

헬스장 GX룸 키즈룸 북카페

게스트룸

작은도서관관리사무소

공용화장실2

공용화장실1

골프연습장

입주자회의실

방풍실

로비/
복도



공사실적
일산 본다빈치 아트살롱 뮤지엄카페 인테리어 공사Portfolio



공사실적
분당 서현도서관 인테리어 공사Portfolio

B1F 식당 B1F 시청각실

1F 어린이존 3F 전자정보실



공사실적
제주 맥파이 브루잉 컴퍼니 BLUEBIRD PUB 설계 및 시공Portfolio



공사실적
대방건설 부산 명지 디엠씨티 롯데시네마 설계 납품Portfolio

Hall

상영관 복도 복도



공사실적

주거공간
(모델하우스·빌라)

RESIDENCE SPACE

Years 
Accomplishment 2014~2015 우즈베키스탄 아파트 샘플하우스

다인건설 양산 견본주택
부여 코오롱 하늘채 견본주택
다인건설 시흥 배곧지구 견본주택 리모델링
경기도 광주 현대아이파크 견본주택 리모델링
다인건설 구리 견본주택 신축
부천 옥길 LH 견본주택 신축 설계, 시공
다인건설 부산 하단 견본주택 신축 설계, 시공 다인건설(주)
천안불당 파크 견본주택
분당 견본주택 리모델링 (주)원풍건설
중랑구 상봉동 견본주택 신축 설계, 시공
인천 송도 견본주택 리모델링 시공
다인건설 울산 견본주택 리모델링 시공 다인건설(주)
대한특수건설 영등포 견본주택 리모델링 대한특수건설(주)
다인건설 울산화정 견본주택 리모델링 시공 다인건설(주)
대전 산림복지 진흥원
오투리조트

2016 다인건설 부산 하단 모델하우스 시공 다인건설(주)
부천옥길 LH 모델하우스 설계, 시공 LH공사
다인건설 구리 모델하우스 시공 다인건설(주)
대구 정암빌딩 리모델링 설계, 시공
다인건설 시흥배곧지구 모델하우스 리모델링 시공 다인건설(주)
부여시 코오롱 하늘채 견본주택 인테리어 코오롱
다인건설 양산 모델하우스 시공 다인건설(주)
우즈베키스탄 아파트 샘플하우스 공사
다인건설 하남미사 모델하우스 시공 다인건설(주)

2017 다인건설 울산 화정 모델하우스 리모델링 시공 다인건설(주)
대한특수건설 영등포 모델하우스 리모델링 시공 대한특수건설
다인건설 울산 is 모델하우스 리모델링 시공 다인건설(주)
원풍건설 중랑구 상봉동 신축 모델하우스 설계, 시공 원풍건설
디아이 건설 오피스텔 홍보관 모델하우스 시공 디아이건설
대한특수건설 부산 개금 모델하우스 리모델링 시공 대한특수건설
다인건설 창원 주택전시장(홍보관) 설계, 시공 다인건설(주)



공사실적

주거공간
(모델하우스·빌라)

RESIDENCE SPACE

호텔, 리조트
HOTEL .RESORT

스포츠 레저공간
SPORT , 
LEISURE 

SPACE

Years 
Accomplishment 2018 다인건설 울산 엠스테이호텔 모델하우스 설계, 시공 다인건설(주)

대방건설 의정부 고산1차 모델하우스 설계, 시공 (주)대방건설
대방건설 일산 킨텍스 상가/오피스 홍보관 시공 대방건설(주)
부천 보배라 그린포레 주택홍보관 설계, 시공 B&I ONE
다인건설 배곧 로얄팰리스 1~4차 설계, 시공 다인건설(주)
다인건설 배곧 로얄팰리스 5~9차 설계, 시공 다인건설(주)
필리핀 클락 콘도 홍보관 (진행중) 설계, 시공 동광클락(주)
필리핀 더샵 클락힐스 신축공사 Mock-up 시공 포스코E&C
다인건설 울산 로얄팰리스 1차 (진행중) 설계, 시공 다인건설(주)

2019              다인건설 양산 로얄팰리스 3차 설계, 시공 다인건설(주)
대방건설 부산신항1차 모델하우스 설계, 시공 (주)대방건설
상계 센트럴뷰 홍보관 시공 상계지역주택조합

2020 대방건설 마곡사옥 내 복도 및 홍보관 축조공사 설계, 시공 (주)대방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상봉동 모델하우스 시공 다인건설(주)
신당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진행중) 설계, 시공 레노시스
충주 위담통합의료병원 기숙사 리모델링 (진행중) 설계, 시공 위담한방병원

락희호텔 리노베이션 설계,시공 ㈜락희호텔
용담3동 호스텔 신축공사 호스텔㈜
필리핀 호엘 및 쇼핑센타 내장공사 설계,시공 부영 건설
롯데호텔 잠실점 엘리베이터 복도홀 전관 리뉴얼공사 시공 ㈜호텔롯데
서해무창포 환타지아호텔 전체내장 리모델링공사 설계,시공 환타지아호텔
제주 리쳄블 리조트 내장공사설계시공 설계,시공 ㈜리쳄블리조트
필리핀 클락 힐튼호텔내장공사 설계,시공 동광클락㈜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타운하우스 56객실설계 설계 ㈜대방건설
인천서구 무인텔 신축공사 설계,시공진행중 설계,시공 은산해운㈜

JNJ 골츠텔 인테리어
블루버드C.C 클럽하우스 VIP RM 인테리어
상요수 웰리스 카운티 클럽하우스 부분리모델링
그랜드 C.C  그늘집 3개소 인테리어 리뉴얼
동촌 G.C 클럽하우스 인테리어 부분시공
남촌 C.C 클럽하우스 전관 인테리어 리뉴얼
파라지오 C.C  남여사우나,식당,스타으하우스 리뉴얼
그랜드 C.C 남여락카룸 외
보은컨트리클럽 부분시공



공사실적
POSCO THE SHARP CLARK HILLS Interior Mock-Up (PHILIPPINES)Portfolio

Dining & Kitchen



공사실적
Portfolio POSCO THE SHARP CLARK HILLS Interior Mock-Up (PHILIPPINES)

2 BED 3 BED



공사실적
Portfolio DONGGWANG CLARK SUNVALLEY HILTON HOTEL (PHILIPPINES)



공사실적
Portfolio DONGGWANG CLARK SUNVALLEY HILTON HOTEL (PHILIPPINES)

Standard King Suite



공사실적
Portfolio KT ESTABLISHMENT PROJECT OF NID/AFIS DATA CENTER for NIDA (TANZANIA)



공사실적
Portfolio KT ESTABLISHMENT PROJECT OF NID/AFIS DATA CENTER for NIDA (TANZANIA)



공사실적
Portfolio GALLERY TOWER, Residential and Commercial + Medical hotel (INDONESIA) -진행중

SITE

1F FLOOR PLAN

6F~25F FLOOR PLAN



공사실적
Portfolio HEALTHCARE BUSINESS (NEW YORK) -진행중

Main 
Reception

VVIP    Hotel 
& 

HealthCare 
Center

HealthCare Center & 
Office, Seminar, 
Meeting Room

Banquet, Bar 
Fitness & Pool

Restaurant

Facility Room

VVIP Villa

Golf CourseVVIP Package

VVIP    Hotel 
& 

HealthCare 
Center

SITE PLAN



공사실적
CENTRE INTERNATIONAL DE’LARTISANAT (CAMEROON) - 진행중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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