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BAND INA ARCHITECTS

인에이 소개

WE ARE
designband inA architects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환, 태권, 영진, 종호가 함께 마련한 작은 건축설계사무소입니다. 건축가는 사회의 큰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인류를 구원할 영웅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점의 시작점을 찾고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는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가기에 그 대화들에 집중하고 귀기울인다면 자연스레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믿음입니다.
사람(人)과 건축(Architecture)의 관계를 고민하고 탐구하는 저희들이기에에 ‘인에이(inA)’ 라는 이름
으로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언제나 편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좋은 집을 짓고 싶습니다.

(주)인에이건축사사무소

since 2021

서울시 강남대로 23길 30 4층
Tel. 02-576-0210 Fax. 02-576-0211
in_archi@naver.com
www.designbandina.com
@designband_ina

Main Business

Design Process

개발기획

개발기획

리모델링

인테리어디자인

프로그래밍, 관련법규 및 규모검토

기획설계, 계획설계, 중간설계,

기존 시설조사, 기능 및 용도개선 작업

공간기획, 공간 및 환경색채계획,

예상 공기 및 공사비 판당,

실시설계, 조경설계, 입찰지원

개발타당성 검토,

시방서 및 예산관리, 투시도, 모델

Remodeling
Existing Condition Research,

개발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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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컨설팅, 브랜딩디자인

Planning and Improving Service for
Existing Condition

사전설계

Interior Design

Pre-Design

Space Design, Spatial & Colour Planning,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로 건축주와 건축가가
함께 디자인을 결정합니다. 건축주
요구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도면화
하여 디자인 의도와 개념을 정립하고

Design Consulting, Branding Design

있습니다.

3
기본설계
(허가도서)

Construction
Documents

건축자와 시공자간의 역할을
설정하고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역할을 설정단계입니다. 공사
착수 할 수 있는 기간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START

Architectural Design

Programming, Local Building Code

Pre-design Service, Schmatic Design,

감리

QC

and Regulations Research,

Design Development,

시공감리, DCM, 공사예산 관리, 공정관리

품질보증, 회사품질

Estimate of Contract Cost,

Contract Decument, Landscape Design,

Project Feasibility Study,
Project Planning

Specification&Construction Cost Control,
Procurement Service, Rendering &
Model-Making, On-site Construction
Document Assistance

END
프로젝트의 예산, 일정을 파악하고

Development & Planning

Construction Service

Quality Control

Construction Supervision,

Quality Assurance, Company Quality

Design Construction Management,
Cost Control, Schedule Control

건물이 지어질 땅의 잠재성을 평가
하여 전체적인 디자인 방향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계획설계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

2
계획설계
Schematic Design

하여 건축설계의 기본시스템을 완성
하는 단계로서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 기본
설계도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실시설계
(공사도서)

Completion
Construction

인에이 사람들

inA PEOPLE
‘인에이의 1번늑대’
용환, 태권, 영진, 종호. 이들은 대학에서 처음 만나 2021년 1월 건축사사무소를 함께
개소한 동료이자 친구 입니다. 사무소를 개소하기 전, 각자 대형, 소형 설계사사무소에서
자신만의 건축적 기량을 닦아 왔고 건축을 비롯한 인테리어, 간판, 마케칭, 연구 등 다양한
디자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건축하기 위해 저마다 다른 개성이 한데 모였고
그 속에서 끊이없이 대화하며 저희의 비전을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네 명의 늙은이가 바둑을 두면서 세상에
근심을 잊는구나. 맑은 물에 낚시를 던지니,
마침내 큰 잉어를 낚겠구나’전생에
콜럼버스가 아니였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마음이 인에이를
처음 시작하는 지금 이 마음과 같지
않을까? 추진력과 젊음을 무기삼아
시작한다. 세상이 그린 선보다 훨씬 더
높게나아가려하는 인에이 NO.1

‘인에이의 빨간펜’
사주에 불이 많아 모친께서는 결코 빨간 옷을
사주지 않으셨다. 그렇다고 빨간색을 멀리
하기엔 떡볶이와 김치를 너무 좋아한다.
언제나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마음을
불태우고 그 마음은 남들을 따뜻하게 하니 이
얼마나 멋진 사주인가! 절대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을 마음에 품은 인에이의 빨간펜
이다.

‘인에이의 엄마’
달성서씨 판서공파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나
인생은 강물과 같이 굽이굽이 흘러간다. 나의
인생도 굽이 굽이 흘러 내려가면서 새로운 3
명을 만나 더 큰 물줄기가 되어 흘러가리라.
이 강물의 끝은 어디까지 일지 모르겠으나,
앞날을 생각하면 무엇하리오. 하루하루
재밌게 살다보면 더 나은 삶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인에이의 악동’
(주)인에이건축사사무소

Tel. 02-576-0210 Fax. 02-576-0211
www.designbandina.com
@designband_ina

Yonghwan, SHIN KIRA

교육경력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2016
실무경력
(주)인에이 건축사사무소, 2021~현재
(주)아키플랜 건축사사무소, 2015~2020
자격
대한민국 건축사, KIRA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정태권

Taekwon, JEONG

교육경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2023
영남대학교 건축디자인, 2015
실무경력
(주)인에이 건축사사무소, 2021~현재
(주)아이피에이 건축사사무소, 2020~2021
(주)디자인캠프문박 디엠피 건축사사무소, 2015~2019
자격
실내건축기사, 2014

서영진

Yongjin, SEO

교육경력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2016
실무경력
(주)인에이 건축사사무소, 2021~현재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2020~2021
(주)동심원 건축사사무소, 2016~2018
자격
공인중개사, 2019

윤종호

Jongho, YUN

since 2021

서울시 강남대로 23길 30 4층
in_archi@naver.com

신용환

평범한게 싫은 사람이다. 혹자들은 관종
이라고도 한다. 지루하게 싫고 무료하고
반복된 삶이 싫어 하루가 멀다하고 일을
벌리고 다닌다. 다음 곳이 어딘지 알수
없지만 눈과 귀를 있는 힘껏 열고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의문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
을 찾으려는 트레싱지 위의 나그네이고
싶다.

교육경력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2022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2016

실무경력
(주)인에이 건축사사무소, 2021~현재
(주)연미 건축사사무소, 2015~2020

인에이 문화

inA CULTURE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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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ly
인연을 소중히 할것!

전문성을 갖추고 스스로 책임질것!

우리 모두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
났습니다. 그 잠재력들이 모여 새로운 진실을
찾아내기도 세상을 더욱 발전시키기도 하죠.
저희 인에이건축은 세상에 흩어진 재능들을
모아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작은 인연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
내기에 저희는 부지런히 여러분을 찾아내겠습니다.
딱 기다려요.

전문성은 ‘실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실력은 ‘일에
대한 애착’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죠. 무언가를 잘
해내 그에 응당한 보수를 받는 이 모든 과정은 사실 나의
삶에 대한 책임에서 비롯 돼요. 정당한 대우를 받음에
앞서 우리는 얼마나 나의 삶에, 직업에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봐야 해요.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과 대화해야 해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을 보여주세요”
#인연 #너는내운명 #강강술래

#전문가답게 #프로답게 #프로패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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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04

Proud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해질것!

우리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것!

유연한 자세는 앞으로 마주하게 될
기상천외한 미래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에이 멤버라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능력이죠. 미래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견할 수 없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유연히 흘러 나아갈 수
있는 기능을 몸에 탑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디자인 과정은 상대를 설득하는 시간
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삶에서 좋은 디자인이 발현되고 이는 곧 우리
디자인의 확신으로 연결되죠. 우리의 디자인에
확신을 가지고 진심으로 임한다면 상대를 설득
하며 좋은 프로젝트를 이끌 힘이 생겨나요.
조금이라도 더 멋진 세상을 상상하고 그려가는
우리이기에 그것만으로도 너무 멋진 일이
아닐까요?

“단단한 사람보다 유연한 사람이 좋아요"

“어디서든 당당하고 자신있게!”
#연채동물 #고양이 #슬라암 #문어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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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맨 #슈퍼맨 #손오공 #헐크

완공 프로젝트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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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프로젝트 2017~2021

완공 프로젝트
2017~2021

하이모 공장 증축공사

2018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대지면적 : 8,877 ㎡
·건축면적 : 1,746 ㎡
·연 면 적 : 12,476 ㎡
·규
모 : 지하 2층 / 지상 4층

Daum Soft 한남동 사옥

2017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3-4, 32-18, 32-74
·대지면적 : 506 ㎡
·건축면적 : 252 ㎡
·연 면 적 : 1,980 ㎡
·규
모 : 지하 3층 / 지상 5층

완공 프로젝트
2017~2021

세종 신신 제약 사옥

2020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고등리 107번지 일원
·대지면적 : 38,287 ㎡
·건축면적 : 1,789 ㎡
·연 면 적 : 2,454 ㎡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2층

서초 경농 사옥

2018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등 1337-4
·대지면적 : 800 ㎡
·건축면적 : 427 ㎡
·연 면 적 : 8,502 ㎡
·규
모 : 지하 3층 / 지상 15층

완공 프로젝트
2017~2021

신사동 근린생활시설

2021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7-10,11
·대지면적 : 438 ㎡
·건축면적 : 252.28 ㎡
·연 면 적 : 1,134 ㎡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5층

하이모 연구시설

2016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음 요방리 250-11 외 9필지
·대지면적 : 3,385 ㎡
·건축면적 : 673 ㎡
·연 면 적 : 4,816 ㎡
·규
모 : 지하 2층 / 지상 4층

완공 프로젝트
2017~2021

한국 건설 기술인 협회

2016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65-2
·대지면적 : 1,286 ㎡
·건축면적 : 249 ㎡
·연 면 적 : 5,600 ㎡
·규
모 : 지하 3층 / 지상 8층

카라반테일 판매시설

2018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850-2,3
·대지면적 : 3,385 ㎡
·건축면적 : 673 ㎡
·연 면 적 : 4,816 ㎡
·규
모 : 지하 2층 / 지상 4층

진행 프로젝트
2021~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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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프로젝트
2021~ing

역삼동 근린생활시설 리모델링

2022(완)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9-25
·대지면적 : 261 ㎡
·연 면 적 : 667 ㎡
·건 폐 율 : 200 %
·건 폐 율 : 49.89 %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5층

Step.1 대상지 조사

Before

After

Step.2 최적규모 산정과정
0.5m

250%

0.5m

50%

0.5m

5

1.0m
1

1. 대지안의 공지 : 0.5~1.0m

2

3

2. 주차대수 : 677.52/134 =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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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안의 조경 : 261.8/0.05 = 13.09㎡

4. 건폐율/용적률 : 50%/250%

5. 일조권 : 일조사선적용

Step.3 디자인 프로세스

1차 제안

2차 제안

3차 제안

기본적인 커튼월 베이스에 벽돌 영롱쌓기를 통해
개방감과 프라이버시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디지인

계단실 공간을 고려해 개구부를 줄이고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정면 옥탑부의 가벽을 이용해 정면성을 부각하고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전층 개구부 컨디션을 통일한
디자인

진행 프로젝트
2021~ing

신사동 근린생활시설 리모델링

2022(완)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대지면적 : 349 ㎡
·연 면 적 : 1,175 ㎡
·건 폐 율 : 49.8 %
·용 적 율 : 264.6 %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6층

Step.1 대상지 조사

Before

After

Step.2 최적규모 산정과정

250%

1.0m

50%

0.5m
2

0.5m

3
4

1.0m

5
1

1. 대지안의 공지 : 0.5~1.0m

2. 주차대수 : 677.52/134 = 5대

3. 대지안의 조경 : 261.8/0.05 = 13.09㎡

4. 건폐율/용적률 : 50%/250%

5. 일조권 : 일조사선적용

Step.3 디자인 프로세스

1차 제안

2차 제안

3차 제안

곡면인 건물에 어울리는 독창적인 입면 디자인에
돌출된 승강기 계획으로 인지성 확보 및 개방감 강조

돌촐된 승강기를 내부로 이동하고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개구부를 늘림과 동시에 조금 더 변화감 있는 입면으로
개선

기준층 마감재를 세라믹박판으로 변경. 저층부는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석재 마감으로 투톤 디자인 제시.

진행 프로젝트
2021~ing

제주 한경 119안전 센터

대구 현풍 초등학교 개축

2022(완)

2022(완)

제주 서부소방서 한경119안전센터 신축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대구 현풍초등학교 공간혁신 개축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당선작

·위
치 : 제주도 한경면 신창리 663, 664-1
·대지면적 : 1,628 ㎡
·연 면 적 : 998 ㎡
·건 폐 율 : 35 %
·용 적 률 : 60 %
·규
모 : 지상 2층

·위
치 : 대구시 달서군 비슬로 134길 167-6
·대지면적 : 15,983 ㎡
·건축면적 : 1,003 ㎡
·연 면 적 : 2,152 ㎡
·규
모 : 지상 3층

Design Concept

솔래井;정
‘어떻게 하면 119안전센터를 다른 방법으로 인지할 수 있을까?’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119안전센터는 이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소방서 및 안전센터는 화재
및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종의 경고문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긴장된
모습으로 응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소방대원들의 삶의 터전 그 자체이므로
그들의 삶의 질을 위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경119안전센터는 한경면 전체를 소수의 소방대원으로 관할해야 합니다. 저희가
발견한 한경면에 얽힌 ‘물의 이야기’는 그 지역의 고유함과 소방대원 ‘삶의
이야기’로 연장될 것입니다. 물을 담은 119안전센터는 장소와 사람들이 소통하는
창구가 되고 소방대원의 쉼과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 마을의 일부로 채워질
것입니다.

Design Concept

동강깍지

다양한 학습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교육공간을 마련
함과 동시에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조성
합니다. 동시에 학생, 교사, 수민들이 자유롭게 거느릴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활성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본관동과 개축동사이의 이용과 보행을 우선시 했습니다. 꺽인
배치를 통해 보관동으로 인한 음영은 최소화하고 동시에 건물과
연계가능한 다양한 외부공간을 조성합니다. 서측과 동측을 주민학생으로 동선을 분리하여 동선의 혼잡을 해결합니다. 동시에
자연스럽게 감시와 접근이 가능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
합니다.

인테리어 프로젝트
2021~ing

inA WORKS 3/4
인테리어 프로젝트 2021~ing

인테리어 프로젝트
2021~ing

상수 대라수 모델하우스 공용홀 인테리어
·위
치 : 광주시 서구 북촌길 12
·실내면적 : 752 ㎡
·규
모 : 지상 1층

2021

익산 제일풍경채 모델하우스 신축 및 인테리어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667
·실내면적 : 1단지 3,800 ㎡ / 2단지 4,000 ㎡
·규
모 : 지하 2층 / 지상 4층

2021

인테리어 프로젝트
2021~ing

글램핑 사옥 신축 및 인테리어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43-1
·실내면적 : 3,800 ㎡
·규
모 : 지하 2층 / 지상 1층

2021

춘천 38마일 카페 신축 및 인테리어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종자리로 42
·실내면적 : 798 ㎡
·규
모 : 지상 2층

2021

프로젝트
리스트

inA WORKS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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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리스트
2021~ing

13 오금동 다가구 주택

12 제주 한경 119안전센터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대지면적 : 364 ㎡
·연 면 적 : 648 ㎡
·규
모 : B1~3F

8

신사동 근린생활시설

·위
치 : 제주도 한경면
·대지면적 : 1,698 ㎡
·건축면적 : 609 ㎡
·연 면 적 : 991 ㎡
·규
모 : 지상 2층

7 국립 한국문학관 건립 설계공모

·위
치 : 서울시 신사동
·대지면적 : 349 ㎡
·연 면 적 : 171 ㎡
·규
모 : B1~6F

2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사업 설계공모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대지면적 : 23,000 ㎡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대지면적 : 63,923 ㎡
·연 면 적 : 17,928 ㎡
·규
모 : B1~2F

1

대구 교육대학교 교육관 건립사업 제안공모
·위
치 : 제주도 한경면
·대지면적 : 63,923 ㎡
·연 면 적 : 17,928 ㎡
·규
모 : 7F

11 인에이 건축사사무소 인테리어
·위
치 : 서울시 양재동
·실내면적 : 28 ㎡

6

역삼동 근린생활시설
·위
치 : 서울시 역삼동
·대지면적 : 262 ㎡
·연 면 적 : 131 ㎡
·규
모 : B1~5F

2021

2022

5 도봉 도서관 증축공사 설계공모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대지면적 : 4,399 ㎡
·연 면 적 : 1,765 ㎡
·규
모 : 3F

10 제주 대정 특화체험센터 조성사업
·위
치 : 제주도 한경면
·대지면적 : 2,207 ㎡
·연 면 적 : 595 ㎡
·규
모 : 3F

4

현풍 초등학교 공간혁신 개축사업
·위
치 : 대구시 현풍읍
·대지면적 : 15,983 ㎡
·연 면 적 : 1,003 ㎡
·규
모 : 3F

9 금천구 청소년 진로진학센터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대지면적 : 385 ㎡
·연 면 적 : 208 ㎡
·규
모 : B1~4F

3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위
치 : 대구시 복현동
·대지면적 : 1,082 ㎡
·연 면 적 : 648 ㎡
·규
모 : B1~3F

(주)인에이건축사사무소

since 2021

서울시 강남대로 23길 30 4층
Tel. 02-576-0210 Fax. 02-576-0211
in_archi@naver.com
www.designbandina.com
@designband_i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