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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As You Imagine Value

나날이 고도화가 요구되는 high-tech 분야 설계에서의
오랜 경험과 끊임 없는 연구를 통해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미래형 가치를 상상합니다

As You Imagine Trust

최고의 가치와 함께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안전성과
고객 및 협력사, 구성원들에 대하여 공정한 경영과 업무, 
미래 가치에 대한 진지한 신뢰를 상상합니다

As You Imagine Trust

자신 스스로를 믿고 고객, 동료, 조직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자율형 인재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창조적 문화를 상상합니다



Business Part - Organization Chart

대표이사

고문 경영지원

구조설계

1팀 : 반도체/휴대폰

2팀 : 디스플레이

3팀 : 일반

건축물 안전진단

1팀 : 동탄

2팀 : 천안

3팀 : 아산

부설연구소

내진성능평가 연구

잔존수명평가 연구

국내 및 해외 사업장 총 50명



Business Part - Organization Chart

구조설계

하이테크 건축물(클린룸)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해외 하이테크 건축물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특수 구조(추가설명 1*)

일반 건축물

기업부설연구소

내진성능평가 연구(추가설명 3*)

하이테크 건축물

관공서 건축물

건축물 안전진단

건축물 법적 진단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잔존수명평가(추가설명 2*)

특별 진단
화재안전진단, 붕괴위험 시설물, 

재난피해 시설물

기타 업무

특수구조 시공감리

VE 설계

현장 기술지원



Business Part - Organization Chart - 특수 구조 (추가 설명1*)



Business Part - Organization Chart - 건축물 잔존수명평가(추가설명 2*)



Business Part - Organization Chart - 내진성능평가 (추가 설명3*)



Performance

OO전자 기흥캠퍼스 S1

OO전자 화성캠퍼스 17L 외 5개동

OO전자 온양캠퍼스 4L

OO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M1

OO전자 베트남 SEV 무선, 부품 6개동

OO전자 베트남 SEVT 생산, 부품 5개동

OO전자 인도 노이다 HHP

OO디스플레이 천안캠퍼스 LCD 1,2

OO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A3 외 4개동

OO디스플레이 중국 쑤저우 FIC

OO디스플레이 베트남 V1,2,3

■ 구조 설계 Structural Design

SDI 가천 배터리 공장

SDI 중국 무석 편광필름 공장

SDI 말레이시아 세렘반 배터리공장

한솔 베트남 휴대폰 공장 2개동

엠코 코리아 K5공장

STS반도체㈜ B-PJT

발보린 SCF공장

동양제철화학 군산공장

여수 코오롱 유화 HCR-MPP PJT

사우디 MANIFA  정유시설

춘천시립 화장장

부산 장전동 현대성우 오스타 오피스텔

UN 군사시설-막구조 프레임

부산 해운대 수족관

양평 야외 막구조



Performance

홍익대학교 부속중학교 별관

배화여자고등학교 별관

부산 장전동 성우 시누스

경기도 양평 양서면면사무소

OO전자 기흥캠퍼스 6-3L 외 5개동

■ 안전진단 Safety Inspection

OO전자 화성캠퍼스 16L 외 4개동

OO전자 온양캠퍼스 1,2,3,4L

OO디스플레이 천안캠퍼스 LCD1,2

OO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A3 외 4개동

가천 CPT3공장



Performance

양평군 군청별관

경기동 해양수산자원연구원

이천시 마장면 종합복지관

이천시 모가면면사무소

OO전자 기흥캠퍼스 6-1, 2L

OO전자 온양캠퍼스 복지동

OO전자 온양캠퍼스 정문동

OO전자 온양캠퍼스 CL

■ 내진성능평가 Evaluation of Seismic Performance 

OO 전자 기흥캠퍼스 2L

OO 전자 기흥캠퍼스 3L

OO 전자 기흥캠퍼스 SR1

OO 전자 기흥캠퍼스 6-1, 2L

OO 전자 기흥캠퍼스 6-3L

OO 전자 화성캠퍼스 10-11L

OO 전자 화성캠퍼스 12-13L

OO 전자 온양캠퍼스 1L

OO 전자 온양캠퍼스 3L

■ 노후화 진단 Remaining Service Life Evaluation Model



About Us -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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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구조 설립

00전자 반도체사업부 화성캠퍼스 구조설계 시작

00디스플레이 천안캠퍼스 LCD공장 구조설계 업무 시작

00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 LCD공장 구조설계 업무 시작

드림구조 법인설립(전환)

서울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00전자 기흥, 화성, 천안, 아산캠퍼스 안전점검 시작

00전자 반도체사업부 미국 오스틴 공장 구조설계

00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 OLED공장 구조설계 업무 시작

00전자 무선사업부 베트남 옌퐁 단지 공장 구조설계 업무 시작

00디스플레이 중국 쑤저우 단지 공장 구조설계 업무 시작

00SDI 말레이시아 세렘반 단지 공장 구조설계

00전자 반도체사업부 중국 시안 단지 공장 구조설계 업무 시작

00전자 무선사업부 베트남 옌빈 단지 공장 구조설계 업무 시작

00디스플레이 베트남 옌퐁 단지 구조설계 업무 시작

00전자 평택캠퍼스 구조설계 업무 시작

00중국 우시 단지 공장 구조설계

00전자 건물 잔존수명평가 업무 시작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내진성능평가 연구

00전자 무선사업부 인도 노이다 단지 공장 구조설계



About Us - Certificate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About Us - Contact

je.han@dreamse.co.kr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43길 31, 2층(화신빌딩)

02-541-4690

02-541-4691

국내 – 화성, 평택, 아산 해외 – 중국, 베트남, 인도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