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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건축사사무소 디아이제이㈜ (설립일:2015.06.29)

주소&전화번호

서울 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3 동원빌딩 2F

대표전화. 02-3461-0700

팩스. 02-3461-0040

업 종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 

종합감리전문회사업/엔지니어링사업 / 건축사업/

실내디자인 및 실내건축공사업 / 리모델링업 /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업

Company Name

Architects & Engineers Dij CO., LTD.

Address & Phone #

Seoul Office

Dongwon B/D 2F, 333,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Korea

Main #:82-2-3461-0700

Fax #: 82-2-3461-0040

Business Type

Total Design and Supervision office /

Engineering/

The construction industry/Interiorismo/

Remodeling/A field study

COMPANY PROFILE



GREETING OF CEO

“최고의 설계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21세기 글로벌 일류 설계회사로 발전합니다.”

건축사사무소 디아이제이㈜ 는 산업시설 설계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부가가치를 실현해 드립니다.

저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참신한 사고와 행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고객의

이윤을 최대한 창출하고 만족을 실현하는 것”을 경염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전정신과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노력으로 지속적인 상장과 기술발전을 추구하고,

항상 고객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가꾸어 가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VISION

01

건축사사무소 디아이제이㈜는

도전합니다.

02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는 첨단 기술력을

만들어 갑니다.

03

도전과 열정,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인재를 양성합니다.

04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설계를 지향합니다.

05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중심의

설계를 추구합니다.

06

건축사사무소 디아이제이㈜ 는

가능성을 믿습니다.

“Global Company With

Dreams Creates Value

for Customers’ Business”



서울사무소

엔지니어링 디자인건축설계

기계/공조
유틸 설계

외관디자인 /
CG작성

전국, 해외
건축설계 /

인허가

대표이사
(소장)

기술영업 건축감리

고객지원 /
업무수주 감리업무

기계설비설계1팀

공조/유틸설계2팀

감리단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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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PROCESS

STEP 01

부지 현장조사를 통한 주변여건 확인 및 건축대지에 관한 각종자료를 기초로 법규검토,

사업성검토, 디자인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가늠하도록 도면 작성

-최적의 공장부지 제안

- 대지조사 및 현장답사

- 법규검토

- 사례분석

- 기획설계도서 작성

STEP 02
기획설계 단계

(Schematic Design)

STEP 03
기획설계 단계

(Design 

Development)

STEP 04
실시설계 단계

( Construction

Documentation)

STEP 05
시공 및 준공단계

( Construction

& Completion)

프로젝트의 일반적 조건, 개념설계, 구성요소의 규모 및 관계를 설정하고 건축주의

요구상항과 시공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중요사항 결정

- 현 생산공장에 대한조사(생산, 물류, 지원설비 등) 및 제조공정 확인

- URS 기준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Lay-out계획 수립

- 최적의 디자인 제안 및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투시도 / 3D모델링 실시

계획설계를 발전시켜 심화하는 과정으로서 건축, 구조, 기계, 전기/통신, 소방,토목,

조경 등 기본설계 도서가 진행되고, 구조부재의 위치와 치수를 정확히 결정하고 표현

- 인허가시 필요한 기본도면 및 협의용 도면 작성

- 주요 마감재료 결정

- 분야별 협력업체 협의

- 대관업무 진행

계획설계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초기투자비 및 운영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상세설계도를 작성하고,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도면화 수행

- URS 기준에 적합한 자재 및 재료사양 결정

- URS 기준에 부합하는 공조, Utility 시스템 구성계획 수립

- 건축 세부디자인(조감도, 실내투시도, 인테리어 도면) 확정

- 건축, 공조, 설비,전기 / 통신 상세설계도 작성

시공단계에서 추가도면 작성 및 변경사항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공사지연을 방지하고, 준공에

필요한 도서를 지원

URS 기준에 필요한 모든 인적, 기술적 지원 제공 - URS 기준에 적합한 자재 및 재료사양 결정

-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인허가 지원

- 준공도면 및 서류작성 지원

- 관내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준공 및 공장등록 등 신속한 행정처리 지원

Crating design work to indicate basic information for regulations review, feasibility study 

and design based on the data of site surroundings and conditions

- Suggestion of optimal site

- Site survey and investigation

- Regulations review / Case study

- Planning drawing

After setting the size and relationship of general conditions, concept design and components 

of the project, client`s requirements and essential factors will be 

applied in schematic design

- Survey of the current production plant (production, logistics support equipment,etc.) 

and investigation of manufacturing process

- Establishment of an optimized layout plan conforms to URS Guidelines

- Optimal design proposals and providing basic data for projects costs

- Perspective / 3D modeling 

As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deepening schematic design, basic design 

of architecture, structure, machinery, electrical, telecommunication. firefighting, 

civil works and landscape is progressing, the position and dimensions of the 

structural members are accurately determined and represented

- Basic Designs required for licensing

- Determining major finishing materials

- Consultation with each filed subcontractor

- The agency business of general survey

Detail Design, which can reduce the initial investment and operating costs through 

deriving effective ways based on Basic Designs, is made. 

Working drawings are also made for construction execution.

- Suitable material and specifications to URS 

- Architectural detail design(bird’s eye view, interior perspective drawing room,              

interior drawings)conforms to URS Guidelines

- Detail Design of construction, equipment, electric and telecommunication

Supplying additional drawings for construction; rapid response to prevent construction

delays due to changes ; supporting documents required for completion: providing services 

and technical supports needed URS certification

- Supplying additional drawings about design changes & licensing support

- Supplying as- built drawings & documents

- Rapid administrative processing such as Completion and Registration through working

closely with administrative agencies.

부지선정 및 기획설계

단계(Pre-Design)

●

●

●

●

●

●

＊URS (User Requirement Specification) - 사용자요구규격서



NO. 공 사 명 연면적(평) 발 주 처 대 지 위 치 용 도 층 수

01 삼성메디코스㈜ ISO CGMP 향남공장 신축공사 2,876 삼성메디코스㈜ 경기도 화성시 화장품 공장 지하1층,지상3층

02 ㈜에이앤 영동공장 CGMP 신축공사 700 ㈜에이앤 충북 영동군 화장품 공장 지상2층

03 ㈜솔레오 ISO CGMP 평택공장 신축공사 1,782 ㈜솔레오 경기도 평택시 화장품 공장 지하1층,지상3층

04 ㈜나우코스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 CGMP공장 신축공사 2,260 ㈜나우코스 세종특별자치시 화장품 공장 지상4층

05 ㈜다산이엔티 김포공장 CGMP 신축공사 1,882 ㈜다산이엔티 경기도 김포학운 화장품 공장 지하1층,지상4층

06 ㈜아우딘퓨쳐스 2차공장 신축공사 610 ㈜아우딘퓨쳐스 충북 충주시 화장품 공장 지상3층

07 ㈜성보 덕산공장 증축공사 259 ㈜성보 충북 진천군 식품창고 지상1층

08 ㈜클레어스코리아 김포2공장 신축공사 764 ㈜클레어스 경기도 김포시 화장품 공장 지상1층

09 ㈜토니모리 메가코스 화성공장 CGMP 공장 신축공사 3,370 ㈜토니모리 경기도 화성시 화장품 공장 지상4층

10 옴니시스템㈜ ISO CGMP 여주공장 증축공사 1,880 옴니시스템㈜ 경기도 여주시 화장품 공장 지상3층

11 ㈜마린코스메틱 김천1일반산업단지 CGMP 신축공사 1,757 ㈜마린코스메틱 경상북도 김천시 화장품 공장 지상2층

12 ㈜토니모리 메가코스 중국 평호경제개발구 공장 신축공사 21,479 ㈜토니모리 중국 평호경제개발구 화장품 공장 지상3층

13 ㈜엔지노믹스 연구시설 사옥 신축공사 600 ㈜엔지노믹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연구소 지상3층

14 코리아랙시스템㈜ 진천공장 신축공사 874 코리아랙시스템㈜ 충북 진천군 금형가공 공장 지상3층

15 ㈜코스메카코리아 음성공장 창고 증축공사 535 ㈜코스메카 충북 음성군 창고시설 지상1층

16 토니모리 화성 물류창고 4,000 ㈜토니모리 경기 화성시 물류창고 지상2층

17 아이탑스오토모티브㈜ 수원공장 신축공사 2,000 아이탑스오토모티브㈜ 경기도 수원시 자동차부품 공장 지상4층

18 ㈜원진(윤우정밀) 진천공장 증축공사 1,200 ㈜원진 충북 진천군 공장 지상3층

19 ㈜코스온 오산 제2공장 신축공사 2,000 ㈜코스온 경기도 오산시 화장품 공장 지상4층

20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CGMP공장 신축공사 4,000 
㈜신세계

인터코스코리아
경기도 오산시 화장품 공장 지하1층,지상5층

21 ㈜LG CNS 시흥 배곧 연료전지 가압장 265 ㈜페트로코너지 경기도 시흥시 발전시설 지상2층

22 매원초등학교 특별교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 75 매원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지상2층

23 ㈜씨앤씨인터내셔널 CGMP화성공장 신축공사 3,000 ㈜씨앤씨인터내셔널 경기도 화성시 화장품 공장 지하2층,지상4층

24 UCL㈜제주공장 증축공사 610 UCL㈜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 화장품 공장 지상2층

25 ㈜지에프씨 안성공장 신축공사 2,000 ㈜지에프씨 경기도 안성시 화장품 공장 지상5층

26 코스메카 중국 11,300 코스메카(중국)화장품 중국 평호경제개발구 화장품 공장 지상4층

27 ㈜락컴퍼니 화성공장 신축공사 850 ㈜락컴퍼니 경기도 화성시 식품 공장 지상3층

28 ㈜레인보우 CGMP 인천공장 신축공사 2,180 ㈜레인보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품 공장 지상4층

29 제이준㈜ CGMP 인천공장 신축공사 3,700 제이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품 공장 지하1층,지상4층

30 ㈜메이준생활건강 증평공장 신축공사 1,267 ㈜메이준생활건강 충북 증평군 화장품 공장 지상1층

PROJECT LIST - 1



NO. 공 사 명 연면적(평) 발 주 처 대 지 위 치 용 도 층 수

31 ㈜넥스트비티 증평공장 신축공사 2,167 ㈜넥스트비티 충북 증평군 건강식품공장 지상2층

32 보정동 근린생활시설 건축설계 용역 245 상현점 현대자동차㈜ 경기도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하1층,지상1층

33 ㈜네추럴에프앤피 오창공장 증축공사 210 ㈜네추럴에프앤피 충청북도 청주시 공장 내 하이랙창고 지상1층

34 ㈜코스메카코리아 음성공장 증축공사 8,172 ㈜코스메카코리아 충북 음성군 화장품 공장 지하3층,지상1층

35 ㈜씨엔에프 군포 제2공장 신축공사 4,091 ㈜씨엔에프 경기도 군포시 화장품 공장 지하2층,지상3층

36 아지노모도제넥신 사무동 증축공사 665 ㈜후지타서울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장시설 내

사무동
지상3층

37 광동제약 구로 연구소 리모델링 - 광동제약㈜ 서울 구로구 제약 공장 -

38 빛솜푸드 남양주공장 신축공사 370 ㈜빛솜푸드 경기도 남양주시 식품 공장 지상2층

39 영흥 신재생 변압기 증설공사 구조, 토목 설계용역 - ㈜드림엔지니어링 인천광역시 웅진군 전기시설 -

40 코스아티끄 ISO CGMP 신축공사 5,445 덴파레코스메틱㈜ 경기도 오산시 화장품 공장 지하3층,지상5층

41 ㈜에이치에스푸드 신공장건설공사 6,608 ㈜에이치에스푸드 전라북도 익산시 식품 공장 지상3층

42 대솔INT 예당공장 설계용역 계약서 2,247 (유)대솔아이엔티 충남 예산군 공장시설 지상2층

43 레인보우뷰티 김포공장 신축공사 5,297 ㈜레인보우뷰티 경기도 김포시 화장품 공장 지상4층

44 미르필코리아 김포공장 신축공사 990 미르필코리아 경기도 김포시 화장품 공장 지하1층, 지상3층

45 화성전곡해양산업단지CGMP ㈜자민경 공장 신축공사 1,800 자민경㈜ 경기도 화성시 화장품 공장 지상4층

46 광동제약 송탄 연구소 리모델링 - 광동제약㈜ 경기도 송탄시 제약 공장 -

47 아마다코리아 송도 신사옥 신축공사 3,982 ㈜후지타서울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지상5층

48 (주)한국비엔씨 세종 GMP공장 신축공사 3,500 ㈜한국비엔씨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제약 공장 지하1층, 지상4층

49 대웅바이오 HA필러, 화장품 신공장 신축공사 1,319 ㈜대웅바이오 경기도 화성시 제약 공장 지하 일부, 지상2층

50 발카코리아(주) 제2공장 2층 클린룸공사(UNIT5) 600 ㈜후지타서울지점 경기도 평택시 공장 지상2층

51 퓨라토스 충주공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600 
더블유에스피
아시아리미티드

충청북도 충주시 식품 공장 지상2층

52 다비드화장품 CGMP공장 신축공사 1,500 다비드화장품 인천광역시 서구 화장품 공장 지상3층

53 ㈜코스모텍 세종 제2공장 신축공사 1,500 ㈜코스모텍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위험물공장 지상3층

54 현대미포조선 ESS 설치 공사 - 설계용역 95 ㈜현대미포조선 울산광역시 동구 전기시설 지상2층

55 ㈜아로마티카 CGMP오산공장 신축공사 1,500 ㈜아로마티카 경기도 오산시 화장품 공장 지하1층, 지상3층

56 ㈜아이썸 안성공장 리모델링공사 2,191 ㈜아이썸 경기도 오산시 화장품 공장 지하1층, 지상3층

57 DCT 머티리얼 진천공장 증축공사 700 DCT 머티리얼 충북 진천군 위험물공장 지상2층

58 신인천 연료전지 2단계 발전설비 설계용역 - ㈜드림엔지니어링 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시설 -

59 광동제약 자동화창고 신축공사 1,100 광동제약㈜ 경기도 평택시
의약품 식품 제품보관 창

고
지상1층

60 엔베코 코스메틱 김포공장 신축공사 900 ㈜엔베코코스메틱 경기도 김포시 화장품 공장 지상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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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웰메이드 화성공장 신축공사 2,000 ㈜웰메이드생활건강 경기도 화성시 화장품 공장 지하1층, 지상3층

62 주식회사 하림식품 제2공장 신축건설공사 11,033 ㈜하림식품 전라북도 익산시 식품 공장 지하1층, 지상4층

63 삼천리 광명 열병합 발전소 송배전설비 1차 증설공사 12,282 ㈜삼천리 경기도 광명시 발전시설

64 아우딘퓨쳐스 충주공장 증축공사 290 ㈜아우딘퓨쳐스 충북 충주시 화장품 공장 지상 3층

65 ㈜키코로 보은공장 신축공사 800 ㈜키코로 충청북도 보은군 식품 공장 지상1층

66 셀젠텍 사옥 신축공사 800 ㈜피시피아비아이티 충북 청주시 교육연구시설 지상1층

67 삼전순약공업 진천공장 신축공사 1,500 삼전순약공업㈜ 충북 진천군 화학제품 생산공장 지상3층

68 ㈜예하스 괴산공장 신축공사 1,200 ㈜예하스 충북 괴산군 공장 지상2층

69 아이코맥스 CGMP공장 신축공사 2,000 ㈜아이코맥스 경기도 오산시 화장품 공장 지상4층

70 팩토리팜스 양양공장 신축공사 700 팩토리팜스 강원도 양양군 공장 지상2층

71 아이큐어㈜완주공장 증축(화장품 생산동) 공사 3,600 아이큐어㈜ 전북 완주군 화장품 공장 지상4층

72 코스모바이오 세종공장 신축공사 3,636 ㈜코스모바이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화장품 공장 지상4층

73 코스메틱스탠다드 인천공장 신축공사 2,300 ㈜코스메틱스탠다드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품 공장 지상5층

74 TOK첨단재료㈜ 인천공장개수 및 옥내저장소증설공사 2,100 ㈜후지타서울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험물공장 지상2층

75 (주)SLC 대구공장 신축공사 6,000 ㈜에스엘씨 대구광역시 동구 화장품 공장 지상4층

76 파이온텍 오송2공장 신축공사 5,140 ㈜파이온텍 충북 청주시 화장품 공장 지상4층

77 이데미쯔전자재료한국㈜ 창고 증축공사 124 ㈜후지타서울지점 경기도 파주시
공장 내 창고
폐기물처리장

지상1층

78 FLUID신축공장 건축설계 용역 900 한국신에츠실리콘㈜ 충북 음성군 위험물공장 지상3층

79 화성 작물재배사 신축공사 1,000 
범우화학공업㈜

㈜비아이티범우연구소
경기도 화성시 작물재배사 지상2층

80 엘앤피코스메틱 화성 물류센터 설계변경 5,576 일진건설산업㈜ 경기도 화성시 물류창고 지하1층, 지상3층

81 스템코㈜ 사무동 증축공사 설계 용역 470 스템코㈜ 충청북도 청주시 공장시설 내 사무동 지상2층

82 큐라티스 오송 연구소 신축공사 3,430 ㈜큐라티스 충청북도 청주시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지하1층, 지상2층

83 발카코리아 평택공장 설비 증설공사(1) - ㈜후지타서울지점 경기도 평택시 공장 지상2층

84 한국야쿠르트 천안공장 증축공사 6,088 ㈜한국야쿠르트 충청남도 천안시 공장(도면화) 지하1층, 지상3층

85 유진테크머티리얼즈 음성공장 증축공사 800 ㈜유진테크머티리얼즈 충청북도 음성군 위험물공장 지상3층

86 네추럴에프앤피 오창1공장 재축/증축공사 3,917 ㈜네추럴에프앤피 충북 청주시 건강식품공장 지상3층

87 네추럴에프앤피 오창2공장 리모델링 1,265 ㈜네추럴에프앤피 충북 청주시 건강식품공장 지상2층

88 심텍 괴산연수원 증축공사 78 ㈜심텍홀딩스 충북 괴산군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

89 덕산네오룩스 연구기술동 신축공사 2,500 덕산네오룩스㈜ 충남 천안시 공장(연구동) 지하1층, 지상4층

90 도루코 용인공장 계림4동 증축공사 5,000 ㈜도루코용인공장 경기도 용인시 면도기 공장 지하1층, 지상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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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인팩이피엠㈜ 제천공장 신축공사 3,800 인팩이피엠㈜ 충청북도 제천시 자동차부품 공장 지상2층

92 하림펫푸드 정안공장 증축공사 1,917 ㈜하림펫푸드 충남 공주시 식품 공장 지하1층, 지상4층

93 게놈앤내츄럴바이오 익산공장 신축공사 1,500 ㈜게놈앤내츄럴바이오 전북 익산시 식품 공장 지상3층

94 코모토모 광명공장 및 연구소 신축공사 4,800 ㈜코모토모 경기도 안양시 유아용품 공장 지하2층, 지상8층

95 아르젠터보 오송공장 신축공사 1,491 (유)아르젠터보 충청북도 청주시 압축기 공장 지상2층

96 순우리한우 용인공장 신축공사 3,214 
농업회사법인
㈜순우리한우

경기도 용인시 식품 공장 지상3층

97 원광제약㈜ 익산공장 신축공사 (GMP설계) 3,200 일진건설산업㈜ 전북 익산시 제약 공장 지상3층

98 나우코스 세종공장 증축공사 281 ㈜나우코스 세종시 소정면 화장품 공장 지상4층

99 씨엔에프 안성 제3공장 신축공사 5,500 ㈜씨엔에프 경기도 안성시 화장품 공장 지하1층, 지상5층

100 오크라인 일산센터 개발사업 신축공사 4,316 ㈜나라알이디 경기도 고양시 물류창고 지하2층, 지상4층

101 돌코리아 평택물류센터 신축공사 4,920 (유)돌코리아 경기도 평택시 물류창고 지상5층

102 크로바상사 용인 작물재배사 1,000 크로바상사㈜ 경기도 용인시 작물재배사 지상2층

103 세네갈 국립암센터 4,000 일진건설산업㈜ 세네갈 병원 지상4층

104 나우코스 세종1공장 증축공사 3,900 ㈜나우코스 세종시 소정면 화장품 공장 지하1층, 지상3층

105 케어사이드 춘천 본사/연구소 신축공사 (Master Plan) 22,000 ㈜케어사이드 강원도 춘천시 제약 공장 지하1층, 지상5층

106 그린코스 김포공장 신축공사 8,000 그린코스㈜ 경기도 김포시 화장품 공장 지하1층, 지상4층

107 큐라티스 오송 연구소 용도변경 2,380 ㈜큐라티스 충북 오송 제약 공장 지하1층, 지상3층

108 케이피로지스 이천 물류창고 설계 11,300 ㈜케이피로지스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지하2층, 지상3층

109 얌테이블 거제 식품공장 신축공사 3,900 ㈜얌테이블 경남 거제시 식품 공장 지하1층, 지상2층

110 지평주조 천안공장 신축공사 2,600 ㈜지평주조 충남 천안시 식품 공장 지상2층

111 이천고당리 물류창고 신축공사 11,500 아이앤제이로지스㈜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지하1층, 지상4층

112 지평주조 천안공장 신축공사 2,627 ㈜지평주조 천안시 동남구 식품 공장 지상2층

113 IJ로지스 저온 물류센터 신축공사 5,665 아이제이로지스 주식회사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자하2층,지상3층

114 INJ로지스 고당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11,531 아이앤제이로지스㈜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지하1층,지상4층

115 코디 김천공장 증축공사 780 ㈜코디 경상북도 김천시 화장품 공장 지상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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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두산퓨얼셀 SOFC 신축 군산공장 8,236 ㈜두산 퓨얼셀 전라북도 군산시 연료전지 발전기 지상1층

117 아이제이에이로지스 진천물류센터 신축공사 60,000 
아이제이에이
로지스주식회사

충청북도 진천군 물류창고 지하3층, 지상4층

118 진천군 도하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38,000 ㈜윤성물류 충청북도 진천군 물류창고 지하2층,지상4층

수 행 건 수 총 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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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Summary

FACTORY WORK

- GMP 공장설계

공사명
(Project)

발주처
(Client)

큐라티스 오송 연구소 신축공사
Research lnstitute Construction for Quratis in osong

한국비엔씨 세종 GMP공장 신축공사
GMP Factory Construction for BNC Korea in Sejong

대웅바이오 HA필러, 생체조직 신공장 신축공사
New Factory Construction of HA Filler, Cosmetic for Daewoogbio

광동제약 송탄 연구소 리모델링
Remodeling Work of Research Lab for Kwang Dong Pharamaceutical in songtan

(주)큐라티스
QURATIS

㈜한국비엔씨
BNC KOREA

대웅바이오㈜
DAEWOONGBIO

광동제약㈜
KWANG DONG PHARMACEUTICAL



Portfolio Summary

FACTORY WORK

- CGMP 공장설계

공사명
(Project)

발주처
(Client)

파이온텍 오송2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Pion-Tech in Osong

코스메틱스탠다드 인천공장 신축공사
Cosmetic Standard Incheon Factory Construction

아이코맥스 CGMP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Pion-Tech in Osong

아이큐어 완주공장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Factory for Icure in Wanju

웰메이드 생활건강 화성공장 신축공사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Wellmade care in Hwaseong

아우딘퓨쳐스 ISO CGMP 충주 공장 신축공사
Outin Futures ISO CGMP Choongju Factory Construction

아우딘퓨쳐스 ISO CGMP 충주 제2공장 신축공사
Outin Futures ISO CGMP Choongju 2nd Factory Construction

엔베코 코스메틱 김포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Enveco Cosmetic in Gimpo

아이썸 안성공장 리모델링공사
Factory Remodeling for Eyesome in Anseong

아로마티카 CGMP 오산공장 신축공사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Aromatica in Osan

다비드화장품 인천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David Cosmetic in Incheon

미르필코리아 김포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Mirfeel Korea in Kimpo

화성전곡해양산업단지 ISO CGMP ㈜자민경 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Jaminkyung in Jeongok Marine Industrial Complex

레인보우뷰티 김포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Rainbowbeauty in Kimpo

코스아티끄 ISO CGMP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Cosartique

씨엔에프 군포 제2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C&F in Gunpo

코스메카코리아 음성공장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Cosmecca Factory in Eumseong

㈜파이온텍
PION-TECH

㈜코스메틱스탠다드
COSMETIC STANDARD

㈜아이코맥스
ICOMAX

아이큐어㈜
ICURE

㈜웰메이드생활건강
WELLMADE CARE

㈜아우딘퓨쳐스
OUTIN FUTURES

㈜아우딘퓨쳐스
OUTIN FUTURES

㈜엔베코코스메틱
ENVECO COSMETIC

㈜아이썸
EYESOME

㈜아로마티카
AROMATICA

다비드화장품
DAVID COSMETIC

미르필코리아
MIRFEEL KOREA 

자민경㈜
JAMINKYUNG

㈜레인보우뷰티
RAINBOWBEAUTY

덴파레코스메틱㈜
DENPAHALE

㈜씨엔에프
C&F

㈜코스메카코리아
COSMECCA



Portfolio Summary

FACTORY WORK

- CGMP 공장설계

공사명
(Project)

발주처
(Client)

제이준 CGMP 인천공장 신축공사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Jayjun in Incheon

레인보우 CGMP 인천공장 신축공사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Rainbow in Incheon

코스메카코리아(중국)화장품 휴한공사 신축공사
Construction of Cosmecca (China) Cosmetis Limited

UCL 제주공장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Factory for UCL in Jeju

씨앤씨인터내셔널 CGMP 화성공장 신축공사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C&C International in Hwaseong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CGMP공장 신축공사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Shinsegae-Intercos Korea

토니모리 메가코스 중국 평호경제개발구 공장 신축공사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Tony Moly – Megacos in Pinghu Economic-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 in Pinghu, China

마린코스메틱 김천1일반산업단지 CGMP 신축공사
New CGMP Construction for Marine Cosmetics in Gimcheon 1st General Industrial Complex

옴니시스템 여주공장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Omnisystem Factory in Yeoju

토니모리-메가코스 화성공장 CGMP공장 신축공사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Tony Moly-Megacos in Hwaseong

다산이엔티 김포공장 신축공사
New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Dasan E&T in Gimpo

나우코스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 ISO CGMP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Nowcos in Sejong

솔레오 ISO CGMP 평택공장 신축공사
New ISO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Soleo in Pyeongtaek

삼성메디코스 ISO CGMP 향남공장 신축공사
New ISO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Samsung Medicos in Hyangnam

에이엔 영동공장 CGMP 신축공사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AN in Yeongdong

애경산업 청양공장 CGMP 및 ISO22716인증 설계 용역
Design Service for CGMP and ISO22716 Certification of Aekyung Industrial Cheongyang Plant

씨엔에프화장품 ISO CGMP 군포공장 신축공사
C&F Cosmetics ISO CGMP Gunpo Factory Construction

제이준㈜
JAYJUN

㈜레인보우
RAINBOW

(주)코스메카
COSMECCA

UCL㈜
UCL

㈜씨앤씨인터내셔널
C&C INTERNATIONAL

㈜신세계 인터코스코리아
SHINSEGAE-INERCOS KOREA

㈜토니모리
TONYMOLY

㈜마린코스메틱
COSMETIC STANDARD IN GIMCHEON 

옴니시스템㈜
OMNISYSTEM

㈜토니모리
TONY MOLY-MEGACOS

㈜다산이엔티
DASNA E&T

㈜나우코스
NOWCOS

㈜솔레오
SOLEO COSMETICS

삼성메디코스㈜
SAMSUNG MEDICOS 

㈜에이앤
AN

애경산업㈜청양공장
AEKYUNG INDUSTRY

㈜씨엔에프
C&F COSMETICS



Portfolio Summary

FACTORY WORK

- CGMP 공장설계 비앤비코리아 ISO CGMP 검단공장 신축공사
B&B Korea ISO CGMP Geomdan Factory Construction

클레어스 ISO CGMP 김포공장 신축공사
Claire`s ISO CGMP Gimpo Factory Construction

에스겔화장품 ISO CGMP 김포공장 신축공사
Ezekiel ISO CGMP Gimpo Factory Construction

셀랩 ISO CGMP 아산공장 신축공사
Cellab ISO CGMP Asan Factory Construction

이미인랩스 ISO CGMP 오산공장 신축공사
New ISO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Imine in Osan

진코스텍 ISO CGMP 시흥공장 신축공사
Jincostech ISO CGMP Siheung Factory Construction

엘에스화장품 ISO CGMP 인천공장 신축공사
LS Cosmetic ISO CGMP Incheon Factory Construction

그린코스 ISO CGMP 김포공장 신축공사
Greencos ISO CGMP Gimpo Factory Construction

내추럴솔루션 ISO CGMP 오산공장 신축공사
Natural Solution ISO CGMP Osan Factory Construction

한국코스모 ISO CGMP 풍세공장 신축공사
Hankook Cosmo ISO CGMP Pungse Factory Construction

유로코스텍 ISO CGMP 홍성공장 신축공사
Euro Costech ISO CGMP Hongseong Factory Construction

코스온 ISO CGMP 오산 제1공장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the 1st ISO CGMP Factory for Coson in Osan

뷰티화장품 ISO CGMP 공장 신축공사
Construction of Beauty Cosmetic ISO CGMP Eumsung Factory

㈜코스메카코리아 ISO GMP 스킨케어동 신축공사
Construction of  The Cosmecca Korea ISO GMP Factory

코스메카코리아 2차 ISO GMP 색조 공장동 신축공사
Cosmecca Korea 2nd ISO Color Cosmetics Factory Construction

셀루스건강 공장 신축공사
Construction of Celluse Health Factory

㈜비앤비코리아
B&B KOREA

㈜클레어스
CLAIRE`S

에스겔화장품
EZEKIEL

㈜셀랩
CELLAB

㈜이미인랩스
IMINE

㈜진코스텍
JINCOSTECH

㈜엘에스화장품
LS COSMETIC

㈜그린코스
GREENCOS

㈜내추럴솔루션
NATURAL SOLUTION

(주)한국코스모
HANKOOK COSMO

㈜유로코스텍
EURO COSTECH

㈜코스온
COSON

㈜뷰티화장품
BEAUTY COSMETIC

㈜코스메카코리아
COSMECCA KOREA

㈜코스메카코리아
COSMECCA KOREA

셀루스건강㈜ 공장 신축공사
CELLUSE HEALTH

공사명
(Project)

발주처
(Client)



Portfolio Summary

FACTORY WORK

- HACCP 공장설계

공사명
(Project)

발주처
(Client)

얌테이블 거제 신축공사
YamTable Geoje New Construction

하림식품 익산 제2공장 신축공사
2nd Factory Construction for Harim in Iksan

에이치에스푸드 신공장건설공사 (하림)
Factory Construction for HS Food

하림 펫푸드 공주공장 증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Harimpet food in Gongju

순우리 한우 용인공장 신축공사 (하림)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Sunuri Hanwoo in Yongin

게놈 앤 네츄럴바이오 익산공장 신축공사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Genome and Naturalbio in Iksan

네추럴에프앤피 오창1공장 증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Natural F&B in Ochang

범우연합 작물재배사 신축공사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Buhmwoo in Hwaseong

키코로 식품공장 신축공사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Kicoro in Boeun

퓨라토스 코리아 충주식품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PuratosKorea in Chungju

락컴퍼니 화성공장 신축공사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Luckcomefunny in Hwaseong

넥스트비티 증평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NextBT in Jeungpyeong

빛솜푸드 남양주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Bitsom Food in Namyangju

메이준생활건강 증평공장 신축공사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Mayjune Life & Health in Jeungpyeong

성보(원일식품) 덕산공장 증축공사
Sungbo (Wonil food) Deoksan Factory Construction

행복찬 제2공장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the 2nd Factory for Haengbokchan

동학식품 음성공장 신축공사
HACCP Factory Construction for Tong Hark Food in Eumseong

㈜얌테이블
YAMTABLE 

㈜하림식품
HARIM 

㈜에이치에스푸드 (하림)
HS FOOD 

하림 펫푸드
HARIM PETFOOD

순우리 한우 (하림)
SUNURI HANWOO

게놈 앤 네츄럴바이오
GENOME AND NATURALBIO

㈜네추럴에프앤피
NATURAL F&P 

범우화학공업㈜/㈜비아이티범우연구소
BUHMWOO 

㈜키코로
KICORO 

퓨라토스 코리아 / WSP
PURATOSKOREA / WSP

㈜락컴퍼니
LUCKCOMEFUNNY 

㈜넥스트비티
NEXTBT 

㈜빛솜푸드
BITSOM FOOD

㈜메이준생활건강
MAYJUNE LIFE & HEALTH 

㈜성보
SUNGBO 

㈜행복찬
HAENGBOKCHAN 

㈜동학식품
TONG HARK FOOD 



Portfolio Summary

FACTORY WORK

- Warehouse FACILITIES

공사명
(Project)

발주처
(Client)

토니모리 화성 물류창고 신축공사
New Warehouse Construction for Tony Moly in Hwaseong

이에스산업 음성 물류센터 신축공사
New Warehouse Construction for ES Industry in eumseong

용산물류센터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Yongsan Warehouse

진천물류센터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Jincheon Warehouse

(유)돌코리아 평택물류센터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Dole Korea Pyeongtaeg Warehouse 

오크라인 일산센터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Oakline Ilsan Center

KP 로지스 이천물류센터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KP Logics Icheon Warehouse

INJ 로지스 고당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INJ Logis godang-ri Warehouse

IJ 로지스 저온 물류센터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IJ Logis Low Temperature Warehouse

IJA로지스 진천물류센터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IJA Logis Jincheon Warehouse

진천군 도하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Jincheon Doha-ri Warehouse

㈜토니모리
TONY MOLY

이에스산업
ES INDUSTRY

용산물류센터
Yongsan Warehouse

진천물류센터
Jincheon Warehouse

돌코리아
Dolekorea

오크라인
Oakline

케이피로직스
KP LOGICS

아이엔제이 로지스
INJ LOGICS

아이제이 로지스
IJ LOGICS

아이제이에이 로지스
IIJA LOGICS

진천군 도하리 물류센터
Jincheon Doha-ri Warehouse



Portfolio Summary

FACTORY WORK

- CHEMICAL FACTORY

- POWER PLANT

공사명
(Project)

발주처
(Client)

한국신에츠실리콘 공장동 증축공사(FLUID 공장)
Extension Work of Korea Shinetsu Silicon Factory

TOK첨단재료 인천공장개수 및 옥내저장소 증설공사
Extension construction of TOK Advanced Materials in Incheon

삼전순약공업 진천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Samchun Chmicals in Jincheon

DCT Material 진천공장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DCT Material Factory in Jincheon

코스모텍 세종 제2공장 신축공사
2nd Factory Construction for Cosmotec in Sejong

한국신에츠실리콘㈜
SHINETSU

㈜후지타서울지점
FUJITA SEOUL BRANCH

삼전순약공업㈜
SAMCHUN CHMICALS

DCT 머티리얼
DCT MATERIAL

㈜코스모텍
COSMOTECH

신인천 연료전지 2단계 발전설비 설계용역
Final Design for Shinincheon CCPP Fuel Cell Power Plant

LG CNS 시흥 배곧가압장 연료전지사업 건축/토목 실시설계
Final Design(Architecture/Civil Work) of Fuel Cell Booster Station for LG CNS in Baegot, Siheung

LG CNS 대구 테크노폴리스 연료전지 구축사업 기본설계
Basic Design for Establishment of Fuel Cell Project in LG CNS Technopolis, Daegu

㈜드림엔지니어링
DE

㈜페트로코너지
PETROCONERGY

㈜페트로코너지
PETROCONERGY



Portfolio Summary
FACTORY WORK

- FACILITIES

- LAB & OFFICE

공사명
(Project)

발주처
(Client)

인팩이피엠 제천공장 신축공사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Infac EPM in Jecheon

도루코 용인공장 계림4동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Factory for Dorco in Yongin

대한솔루션 INT 예당공장 신축공사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Daehan Solution INT in Yedang

원진(윤우정밀) 진천공장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Factory for Wonjin (Yunwoo Precisions) in Jincheon

아이탑스오토모티브 수원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Itops Automotive in Suwon

인팩이피엠㈜
INFAC EPM

㈜도루코
DORCO

(유)대솔아이엔티
DAESOL INT

㈜윤우정밀
WONJIN(YUNWOO PRECISIONS)

아이탑스오토모티브㈜
ITOPS AUTOMOTIVE

덕산네오룩스 연구기술동 신축공사
Extension Work of DS Neolux Factory

스템코 사무동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Office for Stemco in Ochang

셀젠텍 사옥 신축공사
Company Building Construcion / Research Lab for Cellgentek

아마다코리아 송도 신사옥 신축공사
New Company Building Construction for Amadakorea in Songdo

아지노모도제넥신 사무동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Office Building for Ajinomoto Genexine

엔지노믹스 연구시설[사옥]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Research Facility (Office Building) for Enzynomics

덕산네오룩스㈜
DS NEOLUX

스템코㈜
STEMCO

㈜피시피아비아이티
CELLGENTEK

㈜후지타서울지점
FUJITA SEOUL BRANCH

㈜후지타서울지점
FUJITA SEOUL BRANCH

㈜엔지노믹스
ENZYNOMICS



Portfolio Summary

FACTORY WORK

- OTHER FACILITIES

공사명
(Project)

발주처
(Client)

심텍홀딩스 근린생활시설(연수원) 신축공사
Training center Construction for Simmtech Holdings in Goesan

매원초등학교 특별교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Special Classrooms and Toilets in Maewon Elementary School

네추럴에프앤피 오창공장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Natural FNP Factory in Ochang

코스메카코리아 음성공장 창고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Factory Warehouse for Cosmeca Korea in Eumseong

코스온 오산 제2공장 신축공사
2nd Factory Construction for Coson in Osan

클레어스코리아 김포2공장 신축공사
Gimpo 2 Plant Construction for Claireskorea in Gimpo

㈜심텍홀딩스
SIMMTECH HOLDINGS

매원초등학교
MAEWON ELEMENTARY SCHOOL

㈜네추럴에프앤피
NATURAL FNP

㈜코스메카
COSMECA KOREA

㈜코스온
COSON

㈜클레어스
CLAIRES KOREA



Portfolio Summary

FACTORY WORK

- INTERIOR 설계

공사명
(Project)

발주처
(Client)

광동제약 연구소 리모델링
Remodeling Work of Research Lab for Kwang Dong Pharamaceutical

대웅바이오 HA필러, 화장품 신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of HA filler, Cosmetic for Daewoogbio

씨앤씨인터내셔널 CGMP 화성공장 신축공사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C&C International in Hwaseong

씨엔에프화장품 ISO CGMP 군포공장 신축공사
ISO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C&F Cosmetics in Gunpo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CGMP공장 신축공사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Shinsegae-Intercos Korea

화성전곡해양산업단지 ISO CGMP ㈜자민경 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Jaminkyung in Jeongok Marine Industrial Complex

제이준 CGMP 인천공장 신축공사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Jayjun in incheon

지에프씨 안성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GFC in Anseong

토니모리-메가코스 중국 평호경제개발구 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TonyMoly-Megacos in Pinghu
Economic-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 in Pinghu, China

광동제약㈜
KWANG DONG PHARMACEUTICAL

㈜대웅바이오
DAEWOOGBIO

㈜씨앤씨인터내셔널
C&C INTERNATIONAL

㈜씨엔에프화장품
C&F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SHINSEGAE-INTERCOS KOREA

자민경㈜
JAMINKYUNG

제이준㈜
JAYJUN

㈜지에프씨
GFC

㈜토니모리
TONY MOLY



“We introduce valuable spaces to you first”

제약생산시설 FACTORY WORK - GMP 공장설계

건축사사무소 디아이제이㈜ 는 엔지니어링 역량을 기반으로 부지선정부터 보호등급

(Level of Protection), 실의 기능 (Room Function), 재질의 선택 (Material Selection),

동선계획 (Personal, Material, Products, Waste) 등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최적의 시스템

검토 및 제안, 설계, 시공지원, 인증지원 등의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시설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첨단의 공장 설계를 제공하겠습니다.



큐라티스 오송 연구소 신축공사
Research lnstitute Construction for Quratis in Osong

공사명 : 큐라티스 오송 백신 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3,463평

발주처 : 큐라티스㈜

용 도 : 백신, 세포치료제

Project Name : Quratis Osong Vaccine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QURATIS

GMP 공장설계



한국비엔씨 세종 GMP공장 신축공사
GMP Factory Construction for BNC Korea in Sejong

공사명 : 한국비엔씨 세종 GMP공장 신축공장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3,830평

발주처 : ㈜한국비엔씨

용 도 : 필러, 콜라겐, 외 의약품

Project Name : BNC Korea Sejong GMP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BNC KOREA

GMP 공장설계



대웅바이오 HA필러, 생체조직 신공장 신축공사
New Factory Construction of HA Filler, Cosmetic for Daewoogbio

공사명 : 대웅바이오 C동 증축공사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2,662평

발주처 : 대웅바이오㈜

용 도 : HA필러, 생체조직

Project Name :Daewoong BIO C Building Extension

Works

Client : DAEWOONG BIO

GMP 공장설계



광동제약 송탄 연구소 리모델링
Remodeling Work of Research Lab for Kwang Dong Pharamaceutical

공사명 : 광동제약 송탄 연구소 리모델링

규 모 : 400평

발주처 : 광동제약㈜

용 도 : 연구소

Project Name :Remodeling Work of Research Lab

for Kwang Dong Pharamaceutical

Client : KWANG DONG PHARMACEUTICAL

GMP 공장설계



“We introduce valuable spaces to you first”

생산시설 FACTORY WORK - CGMP 공장설계

건축사사무소 디아이제이㈜ 는 국제표준화기구 기준을 적용한 충족하는 생산시설과 설비를

설계하는 전문 설계회사입니다.

지속적인 제조 관련 기술 연구를 통해 최신 공정기술의 도입 부합하는 생산성 높은 건축을

제공합니다.

생산제조 시설에 적합한 최적 인프라의 공장 부지 제안에서부터 최적화 생산 LAY-OUT

제안, 초기 투자비 및 운전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상세설계를 제안합니다.

다수의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요구에 충족하는 공장 설계를 제공 하겠습니다.



CGMP 공장설계

파이온텍 오송2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Pion-Tech in Osong

공사명 : 파이온텍 오송2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3층,  5,500평

발주처 : ㈜파이온텍

용 도 : 화장품생산공장

Project Name :New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Pion-tech in Osong

Client : PION-TECH



코스메틱스탠다드 인천공장 신축공사
cosmetic standard incheon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코스메틱스탠다드 인천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하1층, 지상5층 2000평

발주처 : ㈜코스메틱 스탠다드

용 도 : 화장품생산공장

Project Name :Cosmetic standard incheon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COSMETIC STANDARD 

CGMP 공장설계



아이코맥스 CGMP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Pion-Tech in Osong

공사명 : 아이코맥스 CGMP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4층, 2,000평

발주처 : ㈜아이코맥스

용 도 : 화장품생산공장

Project Name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Icomax

Client : ICOMAX

CGMP 공장설계



아이큐어 완주공장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Factory for Icure in Wanju

공사명 : 아이큐어 완주공장 증축공사

규 모 : 지상4층, 4,300평

발주처 : ㈜코스메틱 스탠다드

용 도 : 화장품생산공장

Project Name :Extension Work of Factory

for Icure in Wanju

Client : ICURE

CGMP 공장설계



웰메이드 생활건강 화성공장 신축공사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Wellmade care in Hwaseong

공사명 : 웰메이드 생활건강 화성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3,410평

발주처 : ㈜웰메이드 생활건강

용 도 : 화장품생산공장

Project Name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Wellmade care in Hwaseong

Client : WELLMADECARE

CGMP 공장설계



아우딘퓨쳐스 ISO CGMP 충주 공장 신축공사
Outin Futures ISO CGMP Choongju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아우딘퓨쳐스 ISO CGMP 충주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3층,  610평

발주처 : 아우딘퓨쳐스

용 도 : 기초 및 색조화장품 생산시설

Project Name : Outin futures ISO CGMP  

Choongju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OUTIN FUTURES

CGMP 공장설계



아우딘퓨쳐스 ISO CGMP 충주 제2공장 신축공사
Outin Futures ISO CGMP Choongju 2nd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아우딘퓨쳐스 ISO CGMP 충주 제2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아우딘퓨쳐스

용 도 : 기초 및 색조화장품 생산시설

Project Name : Outin futures ISO CGMP

Choongju 2nd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OUTIN FUTURES

CGMP 공장설계



앤베코코스메틱 김포공장 신축공사
Enveco cosmetics Gimpo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엔베코 코스메틱 김포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3층, 901평

발주처 : ㈜엔베코 코스메틱

용 도 : 화장품, 의약외품 제조 외

Project Name : Enveco cosmetics Gimpo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ENVECO COSMETICS

CGMP 공장설계



아이썸 안성공장 리모델링공사
Factory Remodeling for Eyesome in Anseong

공사명 : 아이썸 안성공장 리모델링공사

발주처 : ㈜아이썸

용 도 : 화장품 생산시설

Project Name : Factory Remodeling for Eyesome

in Anseong

Client : EYESOME

CGMP 공장설계



아로마티카 오산 CGMP 공장 신축공사
Aromatica Osan CGMP Plant Construction

공사명 : 아로마티카 오산 CGMP 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1,500평

발주처 : ㈜아로마티카

용 도 : 스킨케어, 헤어케어, 홈케어 외 화장품 제조

Project Name : Aromatica Osan CGMP 

Plant Construction

Client : AROMATICA

CGMP 공장설계



다비드 화장품 검단 일반산업단지 CGMP 공장 신축공사
David Cosmetics Geomdan Industrial Park CGMP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다비드화장품 CGMP 인천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3층,  1,500평

발주처 : ㈜다비드화장품

용 도 : 화장품 OEM 제조

Project Name : David Cosmetics 

Geomdan Industrial Park 

CGMP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DAVID COSMETICS

CGMP 공장설계



미르필코리아 김포공장 신축공사
Mirfeel korea Gimpo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미르필코리아 김포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3층,  933평

발주처 : ㈜미르필코리아

용 도 : 화장품, 두발제품 제조

Project Name :Mirfeel korea Gimpo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MIRFEELKOREA Co,. Ltd.

CGMP 공장설계



자민경 ISO CGMP 화성공장 신축공사
Jamingyoung ISO CGMP Hwaseong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자민경 ISO CGMP 화성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3층, 1,350평

발주처 : 자민경㈜

용 도 : 스킨케어, 클렌징, 크림 제조 외

Project Name : Jamingyoung ISO CGMP Hwaseong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JAMINGYOUNG

CGMP 공장설계



레인보우뷰티 김포공장 신축공사
Rainbowbeauty Gimpo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레인보우뷰티 김포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2층,  903평

발주처 : ㈜레인보우뷰티

용 도 : 스킨케어, 바디케어 외 화장품 제조

Project Name : Rainbowbeauty Gimpo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RAINBOWBEAUTY

CGMP 공장설계



코스아티끄 오산공장 신축공사
Cosattique Osan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코스아티끄 오산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하3층, 지상5층, 6,530평

발주처 : ㈜코스아티끄

용 도 : 화장품 ODM, 기초, 메이크업 외

Project Name : Cosattique Osan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DENPAHALE

CGMP 공장설계



씨엔에프 ISO CGMP 군포 제2공장 신축공사
CNF ISO CGMP Gunpo 2nd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씨엔에프 ISO CGMP 군포 제2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하2층, 지상7층, 5,658평

발주처 : ㈜씨엔에프

용 도 : 마스크팩, 헤어, 바디, 자외선차단제 제조 외

Project Name : CNF ISO CGMP Gunpo 2nd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CNF

CGMP 공장설계



코스메카코리아 음성공장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Cosmecca Factory in Eumseong

공사명 : 코스메카코리아 ISO CGMP 음성 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하3층, 지상4층,  6,760평

발주처 : ㈜코스메카코리아

용 도 : 화장품 OGM, ODM, OEM 제조 외

Project Name : Cosmecakorea Eumseong

Warehouse Extention Works

Client : COSMECCA KOREA

CGMP 공장설계



제이준 ISO CGMP 인천공장 신축공사
Jayjun ISO CGMP Incheon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제이준 ISO CGMP 인천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4,300평

발주처 : 제이준㈜

용 도 :  마스크팩, 스킨케어, 클렌징, 메이크업 제조 외

Project Name : Jayjun ISO CGMP Incheon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JAYJUN

CGMP 공장설계



레인보우 인천공장 신축공사
Rainbow Incheon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레인보우 인천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4,300평

발주처 : ㈜레인보우

용 도 : 마스크팩, 피부크림, 화장품 제조 외

Project Name : Rainbow Incheon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RAINBOW

CGMP 공장설계



코스메카코리아(중국)화장품 휴한공사 신축공사
Construction of Cosmecca (China) Cosmetis Limited

공사명 : 코스메카 코리아 상해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4층,  12,500평

발주처 : 코스메카 코리아

Project Name : Cosmeca Korea Shanghai factory 

new construction

Client: COSMECCA KOREA

CGMP 공장설계



UCL 제주공장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Factory for UCL in Jeju

공사명 : UCL 제주공장 증축공사

규 모 : 지상2층, 900평

발주처 : UCL㈜

Project Name : Extension Work of Factory for

UCL in Jeju

Client: UCL

CGMP 공장설계



C&C 인터내셔널 CGMP 공장 신축공사
C&C International CGMP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C&C 인터내셔널 CGMP 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하1층,지상7층, 3,750평

발주처 : ㈜씨앤씨인터내셔널

용 도 : 아이라이너, 쉐도우, 립스틱 제조 외

Project Name : C&C International CGMP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C&C INTERNATIONAL

CGMP 공장설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CGMP공장 신축공사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Shinsegae-Intercos Korea

공사명 :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CGMP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4,000평

발주처 :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용 도 : 파우더, 파운데이션, 립스틱, 네일 화장품 생산 외

Project Name : Sinsegae Intercoskorea CGMP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SINSEGAE INTERCOSKOREA

CGMP 공장설계



토니모리-메가코스 중국 평호경제개발구 공장 신축공사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Tony Moly – Megacos in Pinghu Economic-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 in Pinghu, China
공사명 : 토니모리-메가코스

중국 평호경제개발구 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19,400평

발주처 : ㈜토니모리

용 도 : 기초 및 색조화장품, 마스크팩, 화장품용기, 지류

Project Name :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Tony Moly – Megacos in Pinghu

Economic-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 in Pinghu, China

Client : TONYMOLY

CGMP 공장설계



마린코스메틱 김천1일반산업단지 CGMP 공장 신축공사
Marine Cosmetics CGMP Gimcheon Industrial Complex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마린코스메틱 김천1일반산업단지

CGMP 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2층, 1,640평

발주처 : (주)마린코스메틱

용 도 : 화장품(색조) 생산 공장

Project Name : Marinecosmetics CGMP Gimcheon

Industrial Complex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MARINE COSMETICS

CGMP 공장설계



옴니시스템 여주공장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Omnisystem Factory in Yeoju

공사명 : 옴니시스템 여주공장 증축공사

규 모 : 지상3층,  1,880평

발주처 : 옴니시스템㈜

용 도 : 화장품생산공장

Project Name : Extension Work  of Omnisystem

Factory in Yeoju

Client : OMNISYSTEMO

CGMP 공장설계



토니모리-메가코스 화성공장 CGMP공장 신축공사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Tony Moly-Megacos in Hwaseong

공사명 : 토니모리-메가코스 화성공장 CGMP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5층, 2,490평

발주처 : ㈜토니모리-메가코스

용 도 : 기초 및 색조화장품, 마스크팩

Project Name :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Tony Moly-Megacos

in hwaseong

Client : TONY MOLY-MEGACOS

CGMP 공장설계



다산이엔티 김포공장 신축공사
New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Dasan E&T in Gimpo

공사명 : 다산이엔티 김포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4층, 1,996평

발주처 : ㈜다산이엔티

용 도 : 화장품생산공장

Project Name : New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Dasan E&T in Gimpo

Client : DASNA E&T

CGMP 공장설계



나우코스 세종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Nowcos in Sejong

공사명 : 나우코스 ISO CGMP 전의공장 신축 공사

규 모 : 지상4층,  2,428평

발주처 : ㈜나우코스

용 도 : 스킨케어,메이크업 기능성 팩류 화장품 제조 외

Project Name : Nowcos ISO CGMP Jeonui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NOWCOS

CGMP 공장설계



솔레오 ISO CGMP 평택공장 신축공사
New ISO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Soleo in Pyeongtaek

공사명 : 솔레오 ISO CGMP 평택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1,780평

발주처 : ㈜솔레오

용 도 : 화장품생산공장

Project Name : New ISO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Soleo in Pyeongtaek

Client : SOLEO COSMETICS

CGMP 공장설계



삼성메디코스 ISO CGMP 향남공장 신축공사
New ISO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Samsung Medicos in Hyangnam

공사명 : 삼성메디코스 ISO CGMP 향남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2,880평

발주처 : 삼성메디코스㈜

용 도 : 기초 및 마스크팩 생산시설

Project Name : New ISO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Samsung Medicos in Hyangnam

Client : SAMSUNG MEDICOS

CGMP 공장설계



에이엔 영동공장 CGMP 신축공사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AN in Yeongdong

공사명 : 에이엔 영동공장 CGMP 신축공사

규 모 : 지상2층, 870평

발주처 : ㈜에이엔

용 도 : 크림, 치약, 화장품 생산 외

Project Name :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AN in Yeongdong

Client : AN

CGMP 공장설계



씨엔에프화장품 ISO CGMP 군포공장 신축공사
C&F Cosmetics ISO CGMP gunpo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씨엔에프화장품 ISO CGMP 군포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씨엔에프

용 도 : 화장품 생산 공장

Project Name : C&F Cosmetics

gunpo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C&F COSMETICS

CGMP 공장설계



비앤비코리아 ISO CGMP 검단공장 신축공사
B&B Korea ISO CGMP geomdan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비앤비코리아 ISO CGMP 검단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비앤비코리아

용 도 : 기초용 메이크업 외 화장품 생산

Project Name : B&B Korea ISO CGMP Geomdan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B&B KOREA

CGMP 공장설계



클레어스 ISO CGMP 김포공장 신축공사
Claire`s ISO CGMP Gimpo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클레어스 ISO CGMP 김포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하2층, 지상4층, 3,080평

발주처 : ㈜클레어스코리아

용 도 : 스킨케어, 기능성 화장품 생산

Project Name :Claire`s ISO CGMP Gimpo Factory 

Construction

Client :CLAIRE`S KOREA

CGMP 공장설계



에스겔코스메틱 ISO CGMP 김포공장 신축공사
Ezekiel Cosmetics ISO CGMP Gimpo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에스겔코스메틱 ISO CGMP 김포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에스겔코스메틱

용 도 : 보습크림, 앰플 외 화장품 생산

Project Name : Ezekiel Cosmetics ISO CGMP

Gimpo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EZEKIEL COSMETICS

CGMP 공장설계



셀랩 ISO CGMP 아산공장 신축공사
Cellab ISO CGMP asan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셀랩 ISO CGMP 아산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셀랩

용 도 : 기초화장품, 패치류, 자외선차단제품 외 생산

Project Name : Cellab ISO CGMP

asan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CELLAB

CGMP 공장설계



이미인랩스 ISO CGMP 오산공장 신축공사
New ISO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Imine in Osan

공사명 : 이미인랩스 ISO CGMP 오산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이미인랩스

용 도 : 마스크시트,패치 외 화장품 생산

Project Name : New ISO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Imine in Osan

Client : IMINESKIN

CGMP 공장설계



진코스텍 ISO CGMP 시흥공장 신축공사
Jincostech ISO CGMP siheung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진코스텍 ISO CGMP 시흥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진코스텍

용 도 : 화장품(마스크팩) 생산 외

Project Name : Jincostech ISO CGMP

siheung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JINCOSTECH

CGMP 공장설계



엘에스화장품 ISO CGMP 인천공장 신축공사
LS cosmetic ISO CGMP incheon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엘에스화장품 ISO CGMP 오산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엘에스화장품

용 도 : 마스크팩, 스킨케어 화장품 외 생산

Project Name : LS cosmetic ISO CGMP

incheon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LS COSMETIC

CGMP 공장설계 CGMP 공장설계



그린코스 ISO CGMP 김포공장 신축공사
Greencos ISO CGMP gimpo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그린코스 ISO CGMP 김포공장 신축공사

규 모 : 1,730평

발주처 : ㈜그린코스

용 도 : 기초 색조 기능성 한방 마스크팩 화장품 외

Project Name : Greencos ISO CGMP

gimpo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GREENCOS

CGMP 공장설계



내추럴솔루션 ISO CGMP 오산공장 신축공사
Natural solution ISO CGMP osan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내추럴솔루션 ISO CGMP 오산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내추럴솔루션

용 도 : 화장품 ,식품 천연 원자재 가공 및 제조

Project Name : Natural solution ISO CGMP

osan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THE GARDEN OF NATURAL SOLUTION

CGMP 공장설계



한국코스모 ISO CGMP 풍세공장 신축공사
Hankook cosmo ISO CGMP pungse factory construction

CGMP 공장설계

공사명 : 한국코스모 ISO CGMP 풍세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한국코스모

용 도 : 앰플, 에멀젼, 에센스, 크림, 마스크 외 생산

Project Name : Hankook cosmo ISO CGMP

punse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HANKOOK COSMO



유로코스텍 ISO CGMP 홍성공장 신축공사
Euro costech ISO CGMP hongseong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유로코스텍 ISO CGMP 홍성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유로코스텍

용 도 : 크림 외 친환경 화장품

Project Name : Euro costech ISO CGMP

hongseong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EURO COSTECH

CGMP 공장설계



코스온 ISO CGMP 오산 제1공장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the 1st ISO CGMP Factory for Coson in Osan

공사명 : 코스온 ISO CGMP 오산 제1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4층, 2,000평

발주처 : ㈜코스온

용 도 : 화장품 ODM, 기초, 메이크업 외

Project Name : New Construction of the 1st ISO

CGMP Factory for Coson in Osan

Client : COSON

CGMP 공장설계



뷰티화장품 ISO CGMP 공장 신축공사
Construction of Beauty Cosmetic ISO CGMP Eumsung Factory

공사명 : 뷰티화장품 ISO CGMP 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뷰티화장품

용 도 : 화장품생산공장

Project Name : Construction of Beauty Cosmetic

ISO CGMP Eumsung Factory 

Client : BEAUTY COSMETIC

CGMP 공장설계



코스메카코리아 ISO GMP 스킨케어동 신축공사
Construction of  The Cosmecca Korea ISO GMP Factory

공사명 : 코스메카코리아 ISO GMP 공장신축공사

발주처 : ㈜코스메카코리아

용 도 : 기초화장품 생산시설

Project Name :  Construction of The Cosmecca Korea

ISO GMP Factory 

Client : COSMECCA KOREA

CGMP 공장설계



코스메카코리아 2차 ISO GMP 색조 공장동 신축공사
COSMECCA KOREA 2nd ISO Color Cosmetics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코스메카코리아 2차 ISO GMP 색조 공장동

신축공사

발주처 : ㈜코스메카코리아

용 도 : 색조화장품 생산시설

Project Name : Cosmecca Korea 2nd ISO Color 

Cosmetics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COSMECCA KOREA

CGMP 공장설계



셀루스건강 공장 신축공사
Construction of Celluse health Factory

공사명 : 셀루스건강 신축공사

발주처 : 셀루스건강㈜

용 도 : 화장품, 생활건강식품 생산시설

Project Name : Construction of Celluse health

Factory                      

Client : CELLUSE HEALTH

CGMP 공장설계



“We introduce valuable spaces to you first”

생산시설 FACTORY WORK – HACCP 공장설계

건축사사무소 디아이제이㈜ 는 엔지니어링 역량을 기반으로 식품 제조, 가공 환경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유해요소로부터 식품이 오염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위생관리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선행요건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컨설팅, 설계, 시공지원,

인증지원 등의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시설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첨단의 공장 설계를 제공하겠습니다.



얌테이블 거제 신축공사
YamTable Geoje New Construction

공사명 : 얌테이블 거제 신축공사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3,900평

발주처 : ㈜얌테이블

용 도 : HACCP공장

Project Name : YamTavle New Construction

for Geoje

Client : YAMTABLE

HACCP 공장설계



하림식품 익산 제2공장 신축공사
2nd Factory Construction for Harim in Iksan

공사명 : 하림식품 익산 제2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11,496평

발주처 : ㈜하림식품

용 도 : HACCP공장

Project Name : 2nd Factory Construction

for Harim in Iksan

Client : HARIM

HACCP 공장설계



에이치에스푸드 신공장건설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HS Food

공사명 : 에이치에스푸드 신공장건설공사

규 모 : 지상3층, 4,070평

발주처 : ㈜에이치에스푸드

용 도 : HACCP공장

Project Name : Factory Construction for HS Food

Client : HS FOOD

HACCP 공장설계



하림 펫푸드 공주공장 증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Harimpet food in Gongu

공사명 : 하림펫푸드 공주공장 증축공사

규 모 : 지상4층, 2,800평

발주처 : ㈜하림펫푸드

용 도 : HACCP공장

Project Name : Factory Construction for 

Harimpet food in Gongu

Client : HARIM PET FOOD

HACCP 공장설계



순우리 한우 용인공장 신축공사 (하림)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Sunuri Hanwoo in Yongin

공사명 : 순우리 한우 용인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3층, 3,200평

발주처 : ㈜순우리한우

용 도 : HACCP공장

Project Name :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Sunuri Hanwoo in Yongin

Client : SUNURI HANWOO

HACCP 공장설계



게놈 앤 네츄럴바이오 익산공장 신축공사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Genome and Naturalbio in Iksan

공사명 : 게놈 앤 네츄럴바이오 익산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3층, 1,650평

발주처 : ㈜게놈 앤 네츄럴바이오

용 도 : HACCP공장

Project Name :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Genome and Naturalbio in Iksna

Client : GENOME AND NATRRALBIO

HACCP 공장설계



네추럴에프앤피 오창1공장 증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Natural F&B in Ochang

공사명 : 네추럴에프앤피 오창1공장 증축공사

규 모 : 지하1층, 지상1층,  1,470평

발주처 : ㈜네추럴 F&P

용 도 : 건강식품

Project Name : New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Natural F&P in Ochang

Client : Natural F&P 

HACCP 공장설계



범우연합 작물재배사 신축공사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Buhmwoo in Hwaseong

공사명 : 범우연합 작물재배사 신축공사

규 모 : 지상2층, 1,155평

발주처 : 범우화학공업㈜,㈜비아이티범우연구소

용 도 : 작물재배사

Project Name :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BUHMWOO in Hwaseong

Client : BUHMWOO

HACCP 공장설계



키코로 식품공장 신축공사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Kicoro in Boeun

공사명 : 키코로 식품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1층, 900평

발주처 : ㈜키코로

용 도 : 식품 공장

Project Name :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Kicoro In Boeun

Client : KICORO

HACCP 공장설계



퓨라토스 코리아 충주식품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Puratos Korea in Chungju

공사명 : 퓨라토스 코리아 충주식품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1층, 656평

발주처 : 퓨라토스 코리아 / WSP

용 도 : 식품공장

Project Name : Factory Construction 

for PuratosKorea in Chungju

Client : Puratos Korea / WSP

HACCP 공장설계



락컴퍼니 화성공장 신축공사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luckcomefunny in jeongog

공사명 : 락컴퍼니 전곡해양산업단지 신축공사

규 모 : 지상1층~지상2층, 954평

발주처 : ㈜락컴퍼니

용 도 : 식품공장

Project Name :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luckcomefunny in Jeongog

Client : LUCKCOMEFUNNY

HACCP 공장설계



넥스트비티 증평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NextBT in Jeungpyeong

공사명 : 넥스트비티 증평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3층, 4,988평

발주처 : ㈜넥스트비티

용 도 : 건강식품

Project Name : Factory Construction for NextBT

in Jeungpyeong

Client : NEXTBT

HACCP 공장설계



빛솜푸드 남양주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Bitsom Food in Namyangju

공사명 : 빛솜푸드 남양주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2층, 360평

발주처 : ㈜빛솜푸드

용 도 : 식품공장

Project Name : Factory Construction

for Bitsom Food in Namyangju

Client : BITSOM FOOD

HACCP 공장설계



메이준생활건강 증평공장 신축공사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Mayjune Life & Health in Jeungpyeong

공사명 : 메이준생활건강 증평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1층, 1,270평

발주처 : ㈜메이준생활건강

용 도 : 건강식품

Project Name : Factory Construction 

for Mayjune Life & health 

in Jeungpyeong

Client : Mayjune Life & health

HACCP 공장설계



성보(원일식품) 덕산공장 증축공사
Sungbo (Wonil food) Deoksan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성보 덕산공장 증축공사

규 모 : 지상1층, 260평

발주처 : ㈜성보

용 도 : 식품창고 (냉동/냉장/실온창고)

Project Name : Sungbo (Wonil food)

Deoksan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SUNGBO

HACCP 공장설계



행복찬 제2공장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the 2nd Factory for Haengbokchan

공사명 : 행복찬 제2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행복찬

용 도 : 아이스크림 생산 공장

Project Name : New Construction of the 2nd

Factory for Haengbokchan

Client : HAENGBOKCHAN

HACCP 공장설계



동학식품 음성공장 신축공사
Donghak food eumseong factory construction

공사명 : 동학식품 음성공장 신축공사

규 모 : 1,650평

발주처 : ㈜동학식품

용 도 : 아이스크림 생산 공장

Project Name : Donghak food

Eumseong Factory Construction

Client : DONGHAK FOOD

HACCP 공장설계



“We introduce valuable spaces to you first”

FACTORY WORK – WAREHOUSE FACTORY
(창고 설계)

건축사사무소 디아이제이㈜ 는 건물의 기능ㆍ규모ㆍ형태ㆍ구조ㆍ재료 등의 종합적인

방침을 수립하고, 명확한 개념과 형태를 갖추어 건축주의 이해와 승인을 획득하여 신뢰할

만한 물류창고 설계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요구조건을 반영하고 실용성을 높인 평면계획, 구조적인 안정성, 아름다운

디자인을 추구하여 만족도 높은 설계를 제공하겠습니다.



WAREHOUSE FACILITIES – 창고 설계

토니모리 화성 물류창고 신축공사
New Warehouse Construction for Tony Moly in Hwaseong

공사명 : 토니모리 화성 물류창고 신축공사

규 모 : 지상2층, 7,490평

발주처 : ㈜토니모리

용 도 : 창고

Project Name : New Warehouse Construction

for Tony Moly in Hwaseong

Client : TONYMOLY



토니모리 화성 물류창고 신축공사
New Warehouse Construction for Tony Moly in Hwaseong

공사명 : 토니모리 화성 물류창고 신축공사

규 모 : 지상2층, 7,490평

발주처 : ㈜토니모리

용 도 : 창고

Project Name : New Warehouse Construction

for Tony Moly in Hwaseong

Client : TONYMOLY

WAREHOUSE FACILITIES – 창고 설계



이에스산업 음성 물류센터 신축공사
New Warehouse Construction for ES Industry in eumseong

공사명 : 이에스산업 음성 물류센터 신축공사

발주처 : 이에스산업㈜

용 도 : 물류창고

Project Name : ES INDUSTRIAL Eumsung Logistics 

Construction

Client : ES INDUSTRY

WAREHOUSE FACILITIES – 창고 설계



용산물류센터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Yongsan Warehouse

공사명 : 용산물류센터 신축공사

발주처 : 용산물류센터

용 도 : 물류창고

Project Name : New Construction of Yongsan 

Warehouse

Client : Yongsan Warehouse

WAREHOUSE FACILITIES – 창고 설계



진천물류센터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Jincheon Warehouse

공사명 : 진천물류센터 신축공사

발주처 : 진천물류센터

용 도 : 물류창고

Project Name : New Construction of Jincheon

Warehouse

Client : Jincheon Warehouse

WAREHOUSE FACILITIES – 창고 설계



(유)돌코리아 평택물류센터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Dole Korea Pyeongtaeg Warehouse 

공사명 : 용산물류센터 신축공사

발주처 : 용산물류센터

용 도 : 물류창고

Project Name : New Construction of

Dole Korea Pyeongtaeg Warehouse

Client : Dolekorea

WAREHOUSE FACILITIES – 창고 설계



오크라인 일산센터 신축공사 (물류창고)
New Construction of Oakline Ilsan Center

공사명 : 오크라인 일산센터 신축공사 (물류창고)

규 모 : 지하2층, 지상4층,  4,600평

발주처 : 오크라인

용 도 : 창고

Project Name : New Construction of 

Oakline ILSAN (Warehouse)

Client : OAKLINE

WAREHOUSE FACILITIES – 창고 설계



케이피 로지스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KP Logics Icheon Warehouse

공사명 : KP로직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발주처 : KP로직스

용 도 : 물류창고

Project Name : New Construction of Icheon-si

Gunnyangni Warehouse 

Client : KP LOGICS

WAREHOUSE FACILITIES – 창고 설계



INJ로지스 고당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INJ Logis Godang-ri Warehouse

공사명 : INJ로직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발주처 : INJ로직스

용 도 : 물류창고

Project Name : New Construction of INJ Logis

Godang-ri Warehouse 

Client : KP LOGICS

WAREHOUSE FACILITIES – 창고 설계



IJ 로지스 저온 물류센터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IJ Logis Low Temperature Warehouse

공사명 : IJ로직스 저온 물류센터 신축공사

발주처 : IJ로직스

용 도 : 물류창고

Project Name : New Construction of IJ Logis Low 

Temperature Warehouse 

Client : IJ LOGICS

WAREHOUSE FACILITIES – 창고 설계



IJA로지스 진천물류센터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IJA Logis Jincheon Warehouse

공사명 : IJA로직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발주처 : IJA로직스

용 도 : 물류창고

Project Name : New Construction of IJA Logis

Jincheon Warehouse 

Client : IJA LOGICS

WAREHOUSE FACILITIES – 창고 설계



진천군 도하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Jincheon Dohari Warehouse

공사명 : 진천군 도하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발주처 : ㈜윤성물류

용 도 : 물류창고

Project Name : New Construction of Jincheon

Dohari Warehouse 

Client : YUNSEONG LOGIS

WAREHOUSE FACILITIES – 창고 설계



“We introduce valuable spaces to you first”

FACTORY WORK - CHEMICAL FACTORY  
(위험물 설계)

건축사사무소 디아이제이㈜ 는 자동차 부품공장, 위험물 제조시설, 발전시설, 물류창고 등

다양한 산업시설 및 연구소, 사옥 등의 일반 건축물 설계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요구조건을 반영하고 실용성을 높인 평면계획, 구조적인 안정성, 아름다운

디자인을 추구하여 만족도 높은 설계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신에츠실리콘 공장동 증축공사(FLUID 공장)
Extension Work of Korea Shinetsu Silicon Factory

공사명 : 한국신에츠실리콘 공장동 증축공사공장

규 모 : 지상3층 985평

발주처 : 한국신에츠실리콘㈜

용 도 : 위험물공장

Project Name : Extension Work of

Korea Shinetsu Silicon Factory

Client : SHINETSU

CHEMICAL FACTORY



삼전순약공업 진천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Samchun Chmicals in Jincheon

공사명 : 삼전순약공업 진천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3층,  1,500평

발주처 : 삼전순약공업㈜

용 도 : 제약생산공장

Project Name : Factory Construction for 

Samchun Chmicals Jincheon

Client : SAMCHUN CHMICALS

CHEMICAL FACTORY



DCT Material 진천공장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DCT Material Factory in Jincheon

공사명 : DCT Material 진천공장 증축공사

규 모 : 지상2층, 1,154평

발주처 : DCT 머티리얼

용 도 : 위험물공장

Project Name : Extension Work of DCT Material 

Factory in Jincheon

Client : DCT MATERIAL

CHEMICAL FACTORY



코스모텍 세종 제2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Cosmotec in Sejong

공사명 : 코스모텍 세종 제2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3층,  1,021.43평

발주처 : ㈜코스모텍

용 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Project Name : Factory Construction for 

Cosmotec in Sejong

Client : SAMCHUN CHMICALS

CHEMICAL FACTORY



“We introduce valuable spaces to you first”

FACTORY WORK - POWER PLANT 
(발전시설 설계)

건축사사무소 디아이제이㈜ 는 자동차 부품공장, 위험물 제조시설, 발전시설, 물류창고 등

다양한 산업시설 및 연구소, 사옥 등의 일반 건축물 설계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요구조건을 반영하고 실용성을 높인 평면계획, 구조적인 안정성, 아름다운

디자인을 추구하여 만족도 높은 설계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인천 연료전지 2단계 발전설비 설계용역
Final Design for Shinincheon CCPP Fuel Cell Power Plant

POWER PLANT

공사명 : 신인천 연료전지 2단계 발전설비 설계용역

규 모 : 19,844평

발주처 : ㈜삼천리 ES

용 도 : 발전시설

Project Name : Final Design for Shinincheon CCPP

Fuel Cell Power Plant

Client : SAMCHULLY ES



LG CNS 시흥 배곧가압장 연료전지사업 건축/토목 실시설계
Final Design(Architecture/Civil Work) of Fuel Cell Booster Station for LG CNS in Baegot, Siheung

공사명 : LG CNS 시흥 배곧가압장 연료전지사업

건축/토목 실시설계

규 모 : 지상1층~지상2층

발주처 : ㈜LG CNS

용 도 : 연료전지

Project Name : Final Design of Fuel Cell Booster

Station for LG CNS 

in Baegot, Siheung

Client : LG CNS IN BAEGOT, SIHEUNG 

POWER PLANT



LG CNS 대구 테크노폴리스 연료전지 구축사업 기본설계
Basic Design for Establishment of Fuel Cell Project in LG CNS Technopolis, Daegu

POWER PLANT

공사명 : LG CNS 대구 테크노폴리스

연료전지 구축사업 기본설계

발주처 : ㈜LG CNS

용 도 : 연료전지

Project Name : Basic Design for Establishment 

of Fuel Cell Project 

in LG CNS Technopolis, Daegu

Client : LG CNS



“We introduce valuable spaces to you first”

FACILITIES (기타시설 설계) 

건축사사무소 디아이제이㈜ 는 건축주ㆍ시공자간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도록

도면구성ㆍ표현방법ㆍ치수크기 등을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구성 하여 실제로 공사가 가능한

일반 건축물 설계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요구조건을 반영하고 실용성을 높인 평면계획, 구조적인 안정성, 아름다운

디자인을 추구하여 만족도 높은 설계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르젠터보 오송공장 신축공사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Aerzen Turbo in Osong

공사명 : 아르젠터보 오송공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2층, 1,491평

발주처 : 아르젠터보

용 도 : 압축기 공장

Project Name :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Aerzen Turbo in Osong

Client : Aerzen Turbo Co., Ltd.

FACTORY



인팩이피엠 제천공장 신축공사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Infac EPM in Jecheon

공사명 : 인팩이피엠 제천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인팩이피엠㈜

용 도 : 공장

Project Name :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Infac EPM in Jecheon

Client : INFAC EPM

FACTORY



도루코 용인공장 계림4동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Factory for Dorco in Yongin

공사명 : 도루코 용인공장 계림4동 증축공사

규 모 : 지하1층~지상2층, 5,100평

발주처 : ㈜도루코

용 도 : 공장

Project Name : Extension Work of Factory 

for Dorco in Yognin

Client : DORCO

FACTORY



대한솔루션 INT 예당공장 신축공사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Daehan Solution INT in Yedang

공사명 : 대한솔루션 INT 예당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유)대솔아이엔티

용 도 : 공장시설

규 모 : 지상2층, 2,090평

Project Name :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Daehan Solution INT in Yedang

Client : DAESOL INT

FACTORY



원진(윤우정밀) 진천공장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Factory for Wonjin (Yunwoo Precisions) in Jincheon

공사명 : 원진(윤우정밀) 진천공장 증축공사

발주처 : ㈜원진(윤우정밀)

용 도 : 자동차부품 생산공장

규 모 : 지상3층, 1,200평

Project Name : Extension Work of Factory 

for Wonjin(Yunwoo Precisions)

in Jincheon

Client : WONJIN(YUNWOO PRECISIONS)

FACTORY



아이탑스오토모티브 수원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Itops Automotive in Suwon

공사명 : 아이탑스오토모티브 수원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아이탑스오토모티브㈜

용 도 :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

규 모 : 지상4층, 2,290평

Project Name : New Factory Construction

for Itops Automotive in Suwon

Client : ITOPS AUTOMOTIVE

FACTORY



“We introduce valuable spaces to you first”

LAB & OFFICE (연구실&사무실 설계)

건축사사무소 디아이제이㈜ 는 다양한 산업시설 및 연구소, 사옥 등의 일반 건축물

설계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요구조건을 반영하고 실용성을 높인 평면계획, 구조적인 안정성, 아름다운

디자인을 추구하여 만족도 높은 설계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모토모 광명공장 및 연구소 신축공사
Comotomo Gwangmyeong Plant and Research Institute New Construction

공사명 : 코모토모 광명공장 및 연구소 신축공사

발주처 : ㈜코모토모

용 도 : 유아용품 공장

규 모 : 지하2층, 지상8층, 4,800평

Project Name : Comotomo Gwangmyeong

Plant and Research Institute

New Construction

Client : ITOPS AUTOMOTIVE

LAB & OFFICE



덕산네오룩스 연구기술동 신축공사
Extension Work of DS Neolux Factory

공사명 : 덕산네오룩스 연구기술동 신축공사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2,759평

발주처 : 덕산네오룩스㈜

용 도 : 위험물공장내 연구시설

Project Name : Extension Work of 

DS Neolux Factory

Client : DS Neolux

LAB & OFFICE



스템코 사무동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Office for Stemco in Ochang

공사명 : 스템코 사무동 증축공사

규 모 : 지상1층~지상2층

발주처 : ㈜스템코

용 도 : 사무동

Project Name : Extension Work of Office

for Stemco in Ochang

Client : STEMCO

LAB & OFFICE



셀젠텍 사옥 신축공사
Company building construcion / Research Lab for Cellgentek

공사명 : 셀젠텍 사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1층, 800평

발주처 : ㈜셀젠텍

용 도 : 교육연구시설

Project Name : Company building construcion / 

Research Lab for Cellgentek

Client : CELLGENTEK

LAB & OFFICE



아마다코리아 송도 신사옥 신축공사
New Company Building Construction for Amadakorea in Songdo

공사명 : 아마다코리아 송도 신사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5층, 1,200평

발주처 : ㈜후지타서울지점

용 도 : 교육연구시설

Project Name : Company building construcion / 

for Amadakorea in Songdo

Client : FUJITA SEOUL BRANCH

LAB & OFFICE



아지노모도제넥신 사무동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Office Building for Ajinomoto Genexine

공사명 : 아지노모도제넥신 사무동 증축공사

규 모 : 지상3층, 670평

발주처 : ㈜후지타서울지점

용 도 : 공장시설 내 사무동

Project Name : Extension Work of Office Building

for Ajinomoto Genexine

Client : FUJITA SEOUL BRANCH

LAB & OFFICE



엔지노믹스 연구시설(사옥) 신축공사
New Construction of Research Facility [Office Building] for Enzynomics

공사명 : 엔지노믹스 연구시설[사옥] 신축공사

규 모 : 지상5층, 780평

발주처 : ㈜엔지노믹스

용 도 : 사옥

Project Name : New Construction of ResearchFacility

(Office Building) for Enzynomics

Client : ENZYNOMICS

LAB & OFFICE



“We introduce valuable spaces to you first”

FACTORY WORK - OTHER FACILITIES
(기타 설계)

건축사사무소 디아이제이㈜ 는 건물의 기능ㆍ규모ㆍ형태ㆍ구조ㆍ재료 등의 종합적인

방침을 수립하고, 명확한 개념과 형태를 갖추어 건축주의 이해와 승인을 획득하여 신뢰할

만한 일반 건축물 설계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요구조건을 반영하고 실용성을 높인 평면계획, 구조적인 안정성, 아름다운

디자인을 추구하여 만족도 높은 설계를 제공하겠습니다.



심텍홀딩스 근린생활시설(연수원) 신축공사
Training center Construction for Simmtech Holdings in Goesan

공사명 : 심텍홀딩스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규 모 : 지상2층,  77평

발주처 : ㈜심텍홀딩스

용 도 : 근린생활시설(연수원)

Project Name : New Training Center Construction

for Simmtech Holdings  in Goesan

Client : SIMMTECH HOLDINGS

OTHER FACILITIES



매원초등학교 특별교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Special Classrooms and Toilets in Maewon Elementary School

공사명 : 매원초등학교 특별교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

규 모 : 60평

발주처 : 매원초등학교

용 도 : 학교

Project Name : Extension Work of Special Clssrooms

and Toilets in Maewon Elementary 

School

Client : MAEWON ELEMENTARY SCHOOL

OTHER FACILITIES



네추럴에프앤피 오창공장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Natural FNP Factory in Ochang

공사명 : 네추럴에프앤피 오창공장 증축공사

규 모 : 지상1층, 210평

발주처 : ㈜네추럴에프앤피

용 도 : 공장 내 창고

Project Name : Extension Work of Natural FNP

Factory in Ochang

Client : NATURAL FNP

OTHER FACILITIES



코스메카코리아 음성공장 창고 증축공사
Extension Work of Factory Warehouse for Cosmeca Korea in Eumseong

공사명 : 코스메카코리아 음성공장 창고 증축공사

규 모 : 지상1층, 1,770평

발주처 : ㈜코스메카코리아

용 도 : 창고

Project Name : Extension Work of Factory 

Warehouse for Cosmeca Korea

in Eumseong

Client : COSMECA KOREA

OTHER FACILITIES



“We introduce valuable spaces to you first”

FACTORY WORK – INTERIOR 설계

건축사사무소 디아이제이㈜ 는 모던한 스타일에서 클래식한 스타일까지 그리고 미니멀한

스타일에서 러스틱한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인테리어를위한 수많은 영감과 모든 취향에

맞는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설계를 제공하겠습니다.



광동제약 연구소 리모델링
Remodeling Work of Research Lab for Kwang Dong Pharamaceutical

공사명 : 광동제약 연구소 리모델링

발주처 : 광동제약㈜

Project Name : Remodeling Work of Research Lab

for Kwang Dong Pharamaceutical

Client : KWANG DONG PHARMACEUTICAL

INTERIOR



대웅바이오 HA필러, 화장품 신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of HA filler, Cosmetic for Daewoogbio

공사명 : 대웅바이오 HA필러, 화장품 신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대웅바이오

Project Name : Factory Construction of HA filler,                   

Cosmetic for Daewoogbio

Client : DAEWOOGBIO

INTERIOR



씨앤씨인터내셔널 CGMP 화성공장 신축공사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C&C International in Hwaseong

공사명 : 씨앤씨인터내셔널 CGMP 화성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씨앤씨인터내셔널

Project Name :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C&C   

International in Hwaseong

Client : C&C INTERNATIONAL

INTERIOR



씨엔에프화장품 ISO CGMP 군포공장 신축공사
ISO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C&F Cosmetics in Gunpo

공사명 : 씨엔에프화장품 ISO CGMP 군포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씨엔에프화장품

Project Name : ISO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C&F Cosmetics in Gunpo

Client : C&F

INTERIOR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CGMP공장 신축공사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Shinsegae-Intercos Korea

공사명 :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CGMP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Project Name :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Shinsegae-Intercos Korea

Client : SHINSEGAE-INTERCOS KOREA

INTERIOR



화성전곡해양산업단지 ISO CGMP 자민경 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Jaminkyung in Jeongok Marine Industrial Complex

공사명 : 화성전곡해양산업단지 ISO CGMP 

자민경 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자민경㈜

Project Name : Factory Construction for Jaminkyung

in Jeongok Marine Industrial Complex

Client : JAMINKYUNG

INTERIOR



제이준 CGMP 인천공장 신축공사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Jayjun in incheon

공사명 : 제이준 CGMP 인천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제이준코스메틱

Project Name : CGMP Factory Construction 

for Jayjun in incheon

Client : JAYJUNCOSMETIC

INTERIOR



지에프씨 안성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GFC in Anseong

공사명 : 지에프씨 안성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지에프씨

Project Name : Factory Construction for GFC 

in Anseong

Client : GFC

INTERIOR



토니모리-메가코스 중국 평호경제개발구 공장 신축공사
Factory Construction for TonyMoly-Megacos in Pinghu
Economic-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 in Pinghu, China
공사명 : 토니모리-메가코스 중국

평호경제개발구 공장 신축공사

발주처 : ㈜토니모리

Project Name : Factory Construction for TonyMoly-

Megacos in Pinghu Economic-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 

in Pinghu, China

Client : TONY MOLY

INTERIOR



CERTIFICATES

신고확인증 / REPORT CONFIRMATION

Corporate Business Registration
Environmental plants

Dij Architects & Engineers CO.,LTD
Possesses corporate business registration of
Architecture &  environmental plants



CERTIFICATES

사업자 등록증 / BUSINESS LICENSE

Corporate Business Registration
Environmental plants

Dij Architects & Engineers CO.,LTD
Possesses corporate business registration of
Architecture &  environmental plants



WAREHOUSE · KGMP · CGMP · HACCP 설계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 디아이제이 ㈜

본 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3 동원빌딩 2F  TEL  02) 3461-0030  FAX 02) 346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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