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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무지명원    Application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5길 15-9, 3F

(주) 가치디자인그룹 대표이사  이   병   수

15-9, Dosan-daero 25-gil, Gangnam-gu, Seoul, 3F
( GACHI Design Group CEO  Lee Byoung-Su )

이번에 귀사의                                   공사 업무에

지명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갖추어 지명원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시고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 be appointed as your contractor for your                         construction project,

We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Please se kind enough to review them with care.





사용인감계    Corporate Seal

Dear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5길 15-9, 3F

(주) 가치디자인그룹 대표이사  이   병   수

15-9, Dosan-daero 25-gil, Gangnam-gu, Seoul, 3F
( GACHI Design Group CEO  Lee Byoung-Su )

위의 인감을 귀사에서 발주하는                               에 관한 서류에 사용하고자

20    년      월     일 발행,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To use the corporate seal affixed above for the documents related to 

your                                 Construction project, we hereby submit the 

certificate of corporate seal issued on 20    .       .       .

사용인감
Corporate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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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양식, 심리적 편안함, 문화적 지향성 등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고, 철학을 담아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앞장서는 기업입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간의 가치창조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기업의 사명입니다.

삶의 가치와 인간본연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창조적 사고와 합리적 기술을 통해 

21세기의 다양한 실내공간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과 창의력, 논리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공간 창출을 수행하고자 노력 할 것 입니다.

가치디자인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가치를 탐색하고 연구합니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환경을 주도해 나가고, 고품질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지향적인 토탈 실내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DESIGN CREATING VALUE

1. 종합관리 서비스로 고객의 프로젝트 직접관리업무 최소화

2. 공사비 절감, 품질향상, 공기단축으로 고객의 이윤 극대화

3. 설계도서 및 시공법 & 공사원가 검토를 통한 시공성 향상

Benefits of Construction Management



회사명
Company Name

대표이사
CEO

본사
Headpuarters

사업종목
Business

(주) 가치 디자인 그룹  | Gachi Design Group

이 병 수  ( Lee Byoung-Su )

Contect 02-540-5599 / www.gachidesign.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5길 15-9, 3F
15-9, Dosan-daero 25-gil, Gangnam-gu, Seoul, 3F

실내건축 설계 및 공사 (Interior Architecture Design & Construction)

전시시설 설계 및 공사 (Exhibition Design & Construction)

기존 건축물 내외장 리모델링 (Interior and Exterior Remodeling)

환경조형물 설계 및 공사 (Environmental Sculpture Design & Construction)

주문가구 및 집기류 설계 제작 (Customized Furniture Design & Manufacture)

그래픽 및 사인류 설계 제작 (Graphic and Signage Design)

위 사항에 부합되는 사업일체 (All Businesses Related to those listed above)

GACHI Design 은 건설사업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설에 관한 사업전반을 책임지는 실내건축 전문기업입니다.

Service

1. 실내건축사업관리 및 실내건축감리

2. 실내건축 시공

3. 디자인컨설팅_디자인 기획과 설계, 제안

회사개요

Company Overview



Business Field

사
업

분
야

가 구 사 업 부문

인테리어 가구 설계 / 제작 / 설치

주 거 사 업 부문

쉐어 하우스

건 설  부문

일반 건축공사 신축, 개발 컨설팅

전시  &  홍보 부문

그래픽 / 사인 디자인, 디스플레이 기획 / 설치

리 모 델 링 부문

주거공간, 상업공간 / 업무시설 등의 내  외부 환경개선 사업

인 테 리 어 부문

업무공간 / 유통시설 / 의료시설 / 교육시설 / 호텔 / 식음시설
전시시설 / 주거공간 / 모델하우스



Organization
회사구성도

C.E.O

Interior Design Admin / Accounting CM / Tech

Construction /
pmManagement

Estimation / Safety
Service Marketing

시공부 1
실내건축공사

Estimation
견적

PM Technology
공무

시공부 2
실내건축공사

Business
Administration

Interior Design 1

기획설계
Accounting
총무 & 경리

Purchasing
자재구입및관리

Maketing
영업 & 홍보

실시설계

Coordination
Graphic/Material



Sales    Clients&

Section 2016 2017 2018 2019

Expected
Revenue 3억 6억 10억 20억

Sales
Revenue 0.5억 1억 3억 5억

Expected Revenue

Clients

연평균성장률

START 2016 2017 2018 2019

( )



사업자 등록증



전문건설업 등록증 | 전문건설업 회원증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수첩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LEISURE

OFFICE

MEDICAL

RESIDENCE

COMMERCIAL

주요공사실적

HOTEL    RESTAURANT&

CULTURE    RELIGION&

MAJOR PROJECTS     EXPERIENCES&



Design    Project List

01. WATERPARK

경기도 인천 인스파월드 4-5F 실내워터파크 공사

설악 스파랜드 기본 및 실시설계

파주금강산랜드 / 설악워터피아 기본 및 실시설계 

송추워터피아 (찜질방 / 사우나 / 키즈풀 / 식음시설 / 편의시설)

캐리비안 서울 (용마산랜드) 개발추진팀

이가플랜 워터파크 기본설계

인도네시아 떼마니드 워터파크 기본 및 실시설계

포항 다산리 워터파크 기본 및 실시설계 

대명 변산리조트 야외 파도풀 (야외 파도풀 / 착수풀 / 이벤트탕 / 노천탕)

대명 홍천 (찜질방 / 월풀사우나 / 락카룸 / 화장실) 설계

02. MEDICAL
부산 어린이 병원 (로비 / E.V HALL / 대기실 / 화장실 / 휴게쉼터 / 병실)

을지병원 실시 설계

강북삼성 병원 리노베이션 (병리동 / 관리동 / 공용부위) 설계 

03. RESORT
대명 홍천 (찜질방 / 월풀사우나 / 락카룸 / 화장실)

대명 소노펠리체 MOCK-UP (레지던스 : 객실 2-TYPE / 노블리안 : 객실 2-TYPE )

대명 소노펠리체 (레지던스: 객실 2-TYPE / 팬트하우스 1-TYPE) 설계

성주 해븐 CC 실시설계 (연회장 / 복도 / 게스트룸 / VIP하우스)

제주 대명 콘도 연회장 (연회장 / 음향실 / 복도 / 로비 / 화장실)

제주 덴앤델리조트 커뮤니티시설 / 기획, 기본 및 실시 설계

04. WEDDING HALL
마리진 베일리 하우스 1호점 (삼성동) 실시설계 

05. BANK
푸른 상호 저축은행 종로점 기획, 기본 및 실시설계



대표자 개인 설계 및 시공 업무경력 _ 사업자 설립 이전

CEO  Lee Byoung-Su 

06. DEPARTMENT STORE

부산 센텀 신세계백화점 문화홀 (문화홀 / 음향실 / 복도 / 화장실)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지하1층 A관, B관 식품코너 실시설계

롯데백화점 문화홀 수원점 기본 및 실시설계 

롯데백화점 (본점 / 안양점 / 인천점) 기획, 기본 및 실시설계 (리빙팝업, 에스컬레이터, 유모차 대여소, 델리)

대구 롯데 영프라자 지하1층 쇼핑몰 기획, 기본 및 실시설계

07. APARTMENT /  OFFICETEL
대우 연수동 주상복합 2단지 설계

- 오피스 6-TYPE / 아파트 2-TYPE / 팬트하우스 2-TYPE

- 지하 5F~지상 39F 공용부위

마포 대우 월드마크 주상복합 (아파트 5-TYPE / 팬트하우스 1-TYPE)  

잠실 신천 대우월드마크 주상복합 (오피스 12-TYPE / 아파트 5-TYPE) 

청주 강서동 모델하우스 도시형 오피스텔 UNIT 기본 및 실시설계

거제시 KED타워 오피스텔 기획, 기본 및 실시설계 

08. FACILITIES
삼성 R-5 PROJECT 설계

- B2F: 수영장 (정규풀) / 사우나 / 락카룸 / 피트니스 

- B1F: BIZ CENTER / ELEV. HALL / 중앙홀

10. OFFICE
- 여의도 IFC몰 15F 인도네시아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및 시공

09. PLAYGROUND
일산 원마운트 MEMBER ZONE 설계

- 1F: 로비 

- 2F: 레스토랑 / 스포츠 마사지 / 사우나 / 공용훌

- 3~5F: 락카룸 / 골프존 / 수영장

- 6F: 피트니스 / 스피링 / G.X ROOM1.2 / 필라테스 / 스크린승마 / PT실 / 스크린골프 / 임원실

- 7F: 수영장 / 파우더 / 락카 / 공용복도  

- 8F: 외부 테라스 공사



Design    Project List

설 계

2016.03 _ 거제도 해수욕장 펜션 기획, 기본 및 실시 설계

2016.05 _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목조주택공사 기획, 기본 및 실시 설계

2016.05 _ 영등포 소담 오피스텔 홍보관 기획, 기본 및 실시 설계 ( 홍보관 / 오피스텔 A  B-TYPE )

2016.06 _ 신길동 인테리어 SHOW ROOM 기획, 기본 및 실시 설계 

              (BATH ROOM 2-TYPE / LIVING ROOM / KITCHEN / OFFICE)

2016.06 _ 명일동 롯데캐슬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2016.08 _ 논현동 SHOWING 라운지 카페 설계 및 공사

2016.10 _ 역삼동 식당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2016.11 _ 부산 부전교회 정림한식당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2016.12 _ 송파 테라타워 인창 문정사무실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2017.01 _ 라온건설 용인 동백 주택전시관 기획 및 기본 설계

2017.07 _ 웨스턴 에비뉴버거 인테리어 메뉴얼 설계

2017.08 _ 소플러스 송탄점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2017.08 _ 문정동 휴먼세이프 사무실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2017.09 _ 롯데 자이언츠 클럽하우스 리뉴얼 디자인 설계

2017.10 _ 판교 YMC사무실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2017.11 _ 삼성 디지털프라자 능동점 QLED존 리뉴얼 디자인 설계

2017.12 _ 삼성 디지털프라자 제천점 리뉴얼 디자인 설계

2017.12 _ 성남 위례상가 신축주택 외관 디자인 설계

2018.01 _ 대명 홍천 비발디파크 지하 위락상가 리뉴얼 기획, 기본 및 실시 설계

2018.02 _ 엠시에타 모델하우스 리뉴얼 공사 기획 및 기본 설계

2018.02 _ 목동 이룸스터디카페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2018.10 _ 광진구 라마르피부과 인테리어 설계

2018.10 _ 문정동 바비박스 개념떡볶이 인테리어 설계

2018.11 _ 송옥 음식점 인테리어 설계

2018.12 _ 반포동 키바 바둑&영어학원 인테리어 설계

2019.02 _ 여의도 드림리버 오피스텔 신한 사무실 인테리어 설계

2019.03 _ 세한 아카데미 학원 인테리어 설계

2019.04 _ 성남 포도나무교회 인테리어 설계

2019.05 _ 대명 홍천 비발디파크 식객별관 증축 리뉴얼 기획, 기본 및 실시 설계

2019.06 _ 대명 속초 델피노 C동 한식당, 뷔페 리뉴얼 기획, 기본 및 실시 설계

2019.08 _ 네이처리퍼블릭 러시아 9,11호점 인도네시아 28호점 기획 및 기본설계 

2019.10 _ 하남 밀알복음 성민교회 인테리어 설계

2019.12 _ 대구 중동 동광 뷰웰 아파트 견본주택 인테리어 설계



사업자 설립 이후

CEO  Lee Byoung-Su 

2020.01 _ 소베텍 사무실 인테리어 설계 

2020.02 _ 신일 해피트리앤 종로 오피스텔 인테리어 설계

2020.04 _ 국민체력증진센터 사무실 인테리어 설계

2020.05 _ 철도기술연구원 종합상황실 인테리어 설계

2020.07 _ 용인 아파트 인테리어 설계  

2020.08 _ 안산 세무사 사무실 인테리어 설계

2020.10 _ 덕원빌딩 화장실 인테리어 설계

2020.10 _ 대치동 세한 아카데미 인테리어 설계

2020.11 _ 대전 텔라이프 사무실 인테리어 설계

2020.12 _ 대치동 GKI사무실 인테리어 설계

2020.12 _ 소베텍 사무실 인테리어 설계 



Design    Project List

시 공

016.04 _ 한신 공영 제주 영어마을 주택전시관

2016.05 _ 현대 엔지니어링 다산지구 주택전시관

2016.05 _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909-10외 1필지 목조주택공사

2016.05 _ 영등포 소담 오피스텔 홍보관 공사

2016.06 _ 신길동 인테리어 SHOW ROOM OFFICE 공사

2016.10 _ 역삼동 식당 인테리어 공사

2016.12 _ 송파 테라타워 인창 문정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2017.02 _ 바비박스 대구 삼성 침산점 인테리어 공사

2017.03 _ 랭크비어 한양대점 인테리어 공사

2017.05 _ 바비박스 구로 디지털 단지점 인테리어 공사

2017.05 _ 바비박스 성남 산성점 인테리어 공사

2017.06 _ 대명리조트 청송 NOBLIAN 객실 인테리어 공사

2017.09 _ 바비박스 포항 문덕점 인테리어 공사

2017.10 _ 판교 YMC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2017.12 _ 삼성 디지털프라자 제천점 리뉴얼 디자인 공사

2018.02 _ 목동 이룸 스터디카페 인테리어 공사

2018.06 _ 목동 행복백화점 막스까르띠지오 의류매장 인테리어 공사

2018.07 _ 유니클로 가산 마리오아울렛점 인테리어 공사

2018.10 _ 광진구 라마르피부과 인테리어 공사

2018.10 _ 문정동 바비박스 개념떡볶이 인테리어 공사

2018.11 _ 송옥 청담점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2018.12 _ 반포동 키바 바둑&영어학원 인테리어 공사

2019.01 _ 무교동 유니파트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2019.03 _ 여의도 드림리버 오피스텔 신한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2019.05 _ 세한 아카데미 학원 인테리어 공사

2019.05 _ 텔라이프 사무실 공덕점 인테리어 공사

2019.06 _ 텔라이프 사무실 대전점 인테리어 공사

2019.06 _ 성남 포도나무교회 인테리어 공사

2019.07 _ 국민 체력인증센터 인테리어 공사

2019.10 _ 하남 밀알복음 성민교회 인테리어 공사

2019.12 _ 동광건설 대구 중동 동광 뷰웰 아파트 견본주택 인테리어 공사



사업자 설립 이후

CEO  Lee Byoung-Su 

2020.01 _ 소베텍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2020.04 _ 국민체력증진센터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2020.07 _ 용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2020.08 _ 안산 세무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2020.10 _ 대치동 세한 아카데미 인테리어 공사

2020.11 _ 대전 텔라이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2020.12 _ 소베텍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2021.02 _ 파크원호텔 화원 인테리어 공사 



  2016년 이전  DATE

 여의도 IFC몰 15F 인도네시아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PROJECT

 Yeongdeungpo-gu, Seoul  LOCATION

OFFICE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16년 이전

PROJECT  Daemyung Resort_cafeteria / conference room

LOCATION  Jeju

HOTEL



  2016년 이전  DATE

 Room Renovation  PROJECT

 Samsung-dong, Seoul  LOCATION

HOTEL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16년 이전

PROJECT  수원 삼성 R5센터 - 수영장

LOCATION  Suwon-si, Gyeonggi-do

FACILITIES



  2016년 이전  DATE

 수원 삼성 R5센터 - 사우나  PROJECT

 Suwon-si, Gyeonggi-do  LOCATION

FACILITIES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16년 이전

PROJECT  수원 삼성 R5센터 - 피트니스 센터

LOCATION  Suwon-si, Gyeonggi-do

FACILITIES



  2016년 이전  DATE

 수원 삼성 R5센터 - ELEV. HALL / 중앙홀  PROJECT

 Suwon-si, Gyeonggi-do  LOCATION

FACILITIES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16년 이전

PROJECT  수원 삼성 R5센터 - BIZ CENTER

LOCATION  Suwon-si, Gyeonggi-do

FACILITIES



  2016년  DATE

 한신 공영 제주 영어마을 주택전시관  PROJECT

 Jeju  LOCATION

EXHIBITION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16년

PROJECT  현대 엔지니어링 다산지구 주택전시관

LOCATION  Namyangju-si, Gyeonggi-do

EXHIBITION



  2016년  DATE

 Sodam Doublein Officetel  PROJECT

 Yeongdeungpo-gu, Seoul  LOCATION

EXHIBITION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16년

PROJECT  Sodam Doublein Officetel 

LOCATION  Yeongdeungpo-gu, Seoul

EXHIBITION



  2016년  DATE

 Dowoo Design Showroom  PROJECT

 Yeongdeungpo-gu, Seoul  LOCATION

EXHIBITION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16년

PROJECT  용인 목조주택 신축공사

LOCATION  Yongin-si, Gyeonggi-do

RESIDENCE



  2016년  DATE

 용인 목조주택 신축공사  PROJECT

 Yongin-si, Gyeonggi-do  LOCATION

RESIDENTIAL SPACE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16년

PROJECT  진천 청사내 국가 인재원 역사홍보관

LOCATION  Chungcheongbuk-do

EXHIBITION



  2016년  DATE

 진천 청사내 국가 인재원 역사홍보관  PROJECT

 Chungcheongbuk-do  LOCATION

EXHIBITION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16년

PROJECT  부산 부전교회 한식당 신축공사

LOCATION  Bujeonan-dong, Busan

COMMERCIAL SPACE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2017년  DATE

 대명리조트 청송 객실 인테리어공사  PROJECT

 Cheongsong-gun, Gyeongsangbuk-do  LOCATION

HOTEL



DATE  2017년

PROJECT  대명리조트 청송 객실 인테리어공사

LOCATION  Cheongsong-gun, Gyeongsangbuk-do

HOTEL



  2017년  DATE

 인창 문정동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PROJECT

 Songpa-gu, Seoul  LOCATION

OFFICE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17년

PROJECT  삼성 디지털프라자 제천점 인테리어공사

LOCATION  Jecheon-si, Chungcheongbuk-do

COMMERCIAL SPACE



  2018년  DATE

 목동 이룸스터디카페 인테리어 공사  PROJECT

 Mokdong, Yangcheon-gu, Seoul  LOCATION

COMMERCIAL SPACE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18년

PROJECT  목동 행복백화점 막스까르띠지오 매장 인테리어공사

LOCATION  Mokdong, Yangcheon-gu, Seoul

COMMERCIAL SPACE



  2018년  DATE

 유니클로 가산 마리오아울렛점 인테리어공사  PROJECT

 Geumcheon-gu, Seoul  LOCATION

COMMERCIAL SPACE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18년

PROJECT  광진구 라마르피부과 인테리어공사

LOCATION  Gwangjin-gu, Seou

HOSPITAL



  2018년  DATE

 송옥 음식점 인테리어공사  PROJECT

 Gangnam-gu, Seoul  LOCATION

COMMERCIAL SPACE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18년

PROJECT  반포동 키바 바둑&영어학원 인테리어공사

LOCATION  Seocho-gu, Seoul

ACADEMEMY



  2019년  DATE

 무교동 유니파트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PROJECT

 Jung-gu, Seoul  LOCATION

OFFICE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19년

PROJECT  여의도 드림리버 오피스텔 신한사무실 인테리어공사

LOCATION  Yeongdeungpo-gu, Seoul

OFFICE



  2019년  DATE

 성남 포도나무교회 인테리어공사  PROJECT

 Jungwon-gu, Seoul  LOCATION

CHURCH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19년

PROJECT  하남 밀알복음 성민교회 인테리어공사

LOCATION  Hanam-si, Seoul

CHURCH



  2019년  DATE

 네이처 리퍼블릭  PROJECT

 FOREIGN COUNTRY [Russia/Indonesia]  LOCATION

COSMETIC SHOP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19년

PROJECT  대구 수성 뷰웰 아파트 견본주택 공사 [공용홀] 

LOCATION  Daegu-si, Gyeongsangbuk-do

EXHIBITION



  2019년  DATE

 대구 수성 뷰웰 아파트 견본주택 공사 [75 TYPE]  PROJECT

 Daegu-si, Gyeongsangbuk-do  LOCATION

EXHIBITION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19년

PROJECT  대구 수성 뷰웰 아파트 견본주택 공사 [84 TYPE]

LOCATION  Daegu-si, Gyeongsangbuk-do

EXHIBITION



  2019년  DATE

 대명 홍천 비발디파크 식객별관 증축 리뉴얼설계 [1F홀]  PROJECT

 Hongcheon-gun, Gangwon-do  LOCATION

COMMERCIAL SPACE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19년

PROJECT  대명 홍천 비발디파크 식객별관 증축 리뉴얼설계  [1F 식당홀]

LOCATION  Hongcheon-gun, Gangwon-do

COMMERCIAL SPACE



  2019년  DATE

 대명 홍천 비발디파크 식객별관 증축 리뉴얼설계 [2F 식당홀]  PROJECT

 Hongcheon-gun, Gangwon-do  LOCATION

COMMERCIAL SPACE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19년

PROJECT  대명 홍천 비발디파크 식객별관 증축 리뉴얼설계 [3F 카페 & 바베큐가든]

LOCATION  Hongcheon-gun, Gangwon-do

COMMERCIAL SPACE



  2019년  DATE

 대명 속초 델피노 C동 한식당, 뷔페 리뉴얼설계 [로비]  PROJECT

 Sokcho-si, Gangwon-do  LOCATION

COMMERCIAL SPACE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19년

PROJECT  대명 속초 델피노 C동 한식당, 뷔페 리뉴얼설계 [뷔페]

LOCATION  Sokcho-si, Gangwon-do

COMMERCIAL SPACE



  2019년  DATE

 대명 속초 델피노 C동 한식당, 뷔페 리뉴얼설계 [한식당]  PROJECT

 Sokcho-si, Gangwon-do  LOCATION

COMMERCIAL SPACE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20년

PROJECT  소베텍 사무실 인테리어 설계

LOCATION  Gangnam-Gu, Seoul

OFFICE



2020년  DATE

신일 해피트리앤 종로 오피스텔 인테리어 설계 [공용홀]  PROJECT

 Jongro-Gu, Seoul  LOCATION

EXHIBITION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20년

PROJECT  신일 해피트리앤 종로 오피스텔 인테리어 설계 [유니트]

LOCATION  Jongro-Gu, Seoul

EXHIBITION



  2020년  DATE

 용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PROJECT

 Yongin-Si, Gyeonggido LOCATION

RESIDENCE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20년

PROJECT  용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LOCATION  Yongin-Si, Gyeonggido

RESIDENCE



  2020년  DATE

안산 세무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PROJECT

 Gangnam-Gu, Seoul LOCATION

OFFICE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DATE  2020년

PROJECT  강남 벤처랜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LOCATION  Gangnam-Gu, Seoul

OFFICE



  2021년  DATE

여의도 파크원호텔 화원 인테리어 공사  PROJECT

Yeoui-do, Seoul LOCATION

COMMERICAL

The Main Performance

주요실적



GACHI DESIGN GROUP

Business Field

사업분야

SHARE HOUSE

이같

+

Gachi House



쉐어하우스 Gati & Gachi 는 함께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남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며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

질문으로 부터 모든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라는“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에 어떤 새로운 가치를 부여 할 것인가?”

같 이 쉐 어 하 우 스

SHARE HOUSE

이같

+

송도 센트럴파크 1호점

송도 센트럴파크 2호점



INTERIOR & ARCHITECTURE

THANK YOU
GACHI DESIGN GROUP CO. LTD

15-9, Dosan-daero 25-gil, Gangnam-gu, Seoul, 3F

TEL + 82.2.540.5599   FAX + 82.2.540.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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