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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꿈애하우징을 선택할까요?

아파트에서누리지못하는
맞춤설계공간디자인

- 평면설계고객참여
- 내외부자재선택고객참여
- 층간소음해소가능
- 정원공간확보

주거컨텐츠
온라인으로정보제공

- 정보제공앱개발
- 주택쇼핑몰운영

온라인마케팅에기반한
오프라인시공업체

- 연간 30만명,
- 5년간 150만명홈페이지방문

친환경,저에너지주택공급

- 태양광에너지지붕시공
- 친환경벽지시공외



꿈애하우징의비전!

IOT 스마트주택

헬스/건강, 안전/보안, 전기/에너지등을
모바일로관리할수있습니다.

공장화시스템준비

체계적이고조직적인공장화시스템으로
연간 1,000채시공을목표합니다.

부정형토지, 적극적인개발

대도시중심으로산재해있는부정형토지에
대한건축모델제시및개발에힘씁니다.

3년내연1,000억달성

전국150개시,군단위현지영업지사망을구축하여
연50,000채시장중연1,000채씩시공,
3년내1,000억매출을목표로달려가고있습니다.

총수주 341건 690억원
2015년 1월 ~ 2020년 3월 13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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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애하우징

01_회사소개

COMPANY INFO.

㈜꿈애하우징은열정, 도전, 전문성을가진기업입니다. 

㈜꿈애하우징은늘새로운도전을꿈꾸는열정을잊지않습니다. 

풍부한경험을가졌지만현재에안주하지않고늘새로운시도를하는전

문가들이고객님의라이프스타일에맞춘꿈의주택을지어드립니다. 

상호명

대표이사

설립일

직원수

사업영역

주 소

연락처

홈페이지

Abstract

주식회사 꿈애하우징

김남윤

2015년 1월 19일

27명(2019년 04월 기준)

주택 건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0, 6층 (알파타워)

TEL: 1588-7874 / FAX: 031-8016-9941

http://www.dlovehouse.com



꿈애하우징

01_회사소개

CEO GREETING

안녕하십니까?
㈜꿈애하우징대표이사김남윤입니다.

집을짓는일은, 아이를낳는
출산과같습니다.

㈜꿈애하우징의 모든건축주가족분들은출산의고통을참아야하는
산모와같다고생각합니다.
㈜꿈애하우징 임직원들은산모를관리하는역할입니다.
어떡하든지자연분만을 유도해야할책임이있는것이죠.
서로대화하고설득하고인내하여건강한아이
즉 ‘우리집’을 이세상에빛을보게하는것입니다.

결국의뢰하는건축주님이나 시공사, 종사자모두
한가족입니다. 그래서참으로위험하고힘든일이지만
고귀하고보람된사업입니다.
항상조심스럽지만상식과원칙, 순리를경영철학으로
삼고있기에괜한걱정을하지않습니다. 
고객과직원, 협력업체를믿기때문입니다.
모두같은마음일거라생각합니다.

㈜꿈애하우징 대표이사



꿈애하우징

02_연혁

HISTORY

2020 2020년 3월 현재 : 22억 매출 수주

(주)꿈애하우징전국브랜딩사업착수 – 영업/시공관리전국156개시공대리점모집

2019 2019년 : 133억 매출

기업신용평가등급 BB0 획득(NICE평가정보)

대한주택건설협회주택건설사업자등록(2019.5.22)

(주)꿈애하우징제 4기 정기 주주총회개최

(주)도원 ENS와 업무협약체결

2018 2018년 : 150억 매출

신주 발행 및 유상증자실시 (20억 투자 유치)

벤처기업인증 (기술보증기금)

기업부설연구소설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머니투데이 ‘2018 대한민국혁신 대상’ 수상

2017 2017년 : 134억 매출

종합건설업면허 취득 (2017.6.19)

제1회 꿈애하우징오픈 하우스

2017 고객감동경영혁신대상수상

한국목조건축 협회 정회원

TV홈쇼핑 최초, 전원주택 집 짓기 프로젝트런칭 (GS홈쇼핑)

2016 2016년 : 111억 매출

제 41회, 42회 MBC건축박람회 참가

제주도 경향 하우징페어 (건축박람회) 참가

머니투데이 2016 브랜드 대상 수상

세계일보 2016 브랜드 대상 수상

헤럴드 경제 2016 대한민국가치경영대상수상

꿈애디자인랩(주) 런칭

2015 2015년 : 37억 매출

제주 상효동 타운하우스 ( 총 12세대 단지 설계/시공 )

스포츠서울 2015 브랜드대상수상

꿈애하우징가이드북 vol.1 발행

2015년 1월 (주)꿈애하우징설립



꿈애하우징

03_조직/주요업무

ORGANIZATION

대표
이사

기획부경영지원부 설계본부 영업부

재무팀

총무팀

마케팅팀

디자인팀

C/S팀

설계팀 건축매니저팀

인테리어팀

시공관리부건설사업부 개발사업부

민간공사팀

공무견적팀

공무팀

현장관리팀

A/S팀

사업성 검토

개발/분양사업

CM팀



꿈애하우징

03_조직/주요업무

ORGANIZATION

건설기술인보유현황

성명 자격종목및등급 등록번호 분야및기술등급

신동* 건축기사 94207010935B 건축분야고급기술인

김연* 건축기사 05204060865R 건축분야고급기술인

주순* 건축기사 05202051580S 건축분야고급기술인

김태* 건축산업기사 07201074532B 건축분야중급기술인

김영* 전산응용
건축제도기능사

98405124958R 건축분야초급기술인

정상* 건축도장기능사 17402102132F 건축분야초급기술인

이준* 실내건축기사 18204070267L 건축분야초급기술인

이대* 건축도장기능사 19403240191R 건축분야초급기술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인력현황

구분 직위 성명 전공학과

기업부설
연구기관장

연구소장 신동* 건축기사

전담요원 선임연구원 김태* 건축과

전담요원 선임연구원 이준* 실내건축기사

전담요원 수석연구원 정다* 주거및실내계획학과

전담요원 수석연구원 정상* 건축토탈디자인



꿈애하우징

04_사업자등록증

CERTIFICATE



꿈애하우징

04_인감증명서

CERTIFICATE



꿈애하우징

04_등기부등본

CERTIFICATE



꿈애하우징

04_등기부등본

CERTIFICATE



꿈애하우징

04_등기부등본

CERTIFICATE



꿈애하우징

04_건설업등록증

CERTIFICATE



꿈애하우징

04_건설업등록수첩

CERTIFICATE



꿈애하우징
04_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CERTIFICATE



꿈애하우징
04_건설공사실적확인서

CERTIFICATE

건설공사실적확인



꿈애하우징
04_대한주택건설협회회원증

CERTIFICATE



꿈애하우징

04_상표등록증

CERTIFICATE



꿈애하우징

04_벤처기업인증서

CERTIFICATE



꿈애하우징

04_기업부설연구소

CERTIFICATE



나이스평가정보㈜

CERTIFICATE
꿈애하우징

04_신용평가보고서



꿈애하우징

04_신용평가보고서

나이스평가정보㈜

CERTIFICATE



꿈애하우징

04_기보보증서

GUARANTEE



특징및공법

02
FEATURE & METHOD

01_철근콘크리트공법

02_경량목조공법

03_철골공법



FEATURE & METHOD
꿈애하우징

01_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RC)는철근으로 보강한 콘크리트로
외력(外力)에대해서양자( 者)가일체로되어서작용하는것. 
철근콘크리트는철근과콘크리트가공동하여외력에저항하는일종의
복합구조이다.

특징

• 임의의형상·치수의부재및구조물가능

• 구조물의성질, 특히내구성은시공(施工)의양부( 否)에의존

• 재료의구입이쉬워경제적

• 내구성및내화성이높음

• 개조및파괴가어려움

• 자중 (自重)이큼

경기 남양주시 철근콘크리트 주택 경기 시흥시 철근콘크리트 주택

전남 완도 철근콘크리트 상가주택 경남 고성군 철근콘크리트 주택



FEATURE & METHOD
꿈애하우징

01_철근콘크리트

전남완도군완도읍군내리 682.22m²(206평)
2019년 5월착공 / 2019년 11월 완공예정

경기성남시분당구율동 502.42m²(151평)
2019년 8월착공 / 2020년 1월완공예정

서울서초구양재동460.56m²(139평)
2019년 5월착공 / 2019년 11월 완공예정

인천강화군화도면내리 296.23m²(89평)
2019년 4월착공 / 2019년 11월완공예정

제주시애월읍광령리 292.31㎡(88평)
2019년 7월착공 / 2019년 12월 완공예정

인천서구청라동 151.56m²(45평)
2019년 8월착공 / 2020년 1월완공예정



FEATURE & METHOD

경량목조공법

경량목재를이용하여기둥, 보, 서까래, 장선, 스터드등
주요골조를세운목조주택방식으로미국, 캐나다목조주택의대부분이
경량목구조로지어지고있다.

특징

• 수분과공기가안팎으로드나드는성질로쾌적한실내환경유지

• 낮은열전도율로에너지효율이높움

• 높은경제성, 높은내화성, 높은내구성및안정성

• 설계의가변성과응용이용이

• 유연성을갖고있어높은충격과흡수력

꿈애하우징

02_경량목조공법

경남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목조주택
(시공면적 135.1㎡)

강원 춘천시 송암동 목조주택
(시공면적 97.87㎡)



FEATURE & METHOD

철골공법

형강, 강관, 강판등을가공결합하여기둥, 보등의부재를적합의
방법으로써구조체를형성하는구조의공사로비교적공사기간이짧다.

특징

• 고강도로구조체의경량화에의해고층구조및장스팬구조에적합.

• 인성이커서변형에유리할뿐만아니라소성변형능력이우수.

• 재료의균질성이좋아정도높은해석이가능하여설계, 공사의신뢰성높음.

• 압축강도가콘크리트의약10-20배로커단면의크기가상대적으로 작아도됨.

• 인장응력과압축응력이거의같아세장한구조부재가가능함.

• 시공효율이높고, 견식공법으로RC구조부분과분리작업이가능하여공기를단축.

• 기존건축물의증축, 보수가용이.

• 우수한기능, 훌륭한조형미, 해체후에도재활용도가높은환경친화적인재료.

꿈애하우징

03_철골공법

강원 강릉시 유천동 철골기아자동차
판매직영영업소 (시공면적 779.84m²)

경기 양평군 양평읍 철골 근생시설
(시공면적 352.93m²)

경기 포천시 동교동 철골 공장창고
(시공면적 3,070m²)

경기 양평 철골 공사현장



사업계획

03
OUR PROJECT



꿈애하우징

01_사업계획

PROJECT PLAN

2020년사업계획

- 전국주문형전원주택및타운하우스 200채보급

- 전국 150개시,군반려동물테마파크및요양병원

시공사업

- 전국 150개시,군단위현지영업지사망구축하여 3년내

연 1,000채시공 1,000억매출을목표

주문형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반려동물테마파크



2018년재무제표

04
FINANCIAL STATEMENT

01_재무상태표

02_손익계산서

03_공사원가명세서



FINANCIAL STATEMENT
꿈애하우징

01_재무상태표



FINANCIAL STATEMENT
꿈애하우징

01_재무상태표



FINANCIAL STATEMENT
꿈애하우징

02_손익계산서



FINANCIAL STATEMENT
꿈애하우징

02_손익계산서



FINANCIAL STATEMENT
꿈애하우징

03_공사원가명세서



FINANCIAL STATEMENT
꿈애하우징

03_공사원가명세서



언론및홍보

05
PUBLIC RELATION

01_수상실적

02_기업MOU

03_건축박람회

04_언론보도



AWARDS & BROADCAST
꿈애하우징

01_수상내역

수상내역



AWARDS & BROA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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