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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지아이건설
회 사 개 요 회사명 (주)오지아이건설 OGI Construction Co., Ltd.

대표자 송재호

주소 서울시 중구 신당동 341-6 우당빌딩 5층

대표전화 : 517-9633, FAX : 3446-2459

http://www.ogi.co.kr

업종 (건축공사업)

종목 (일반건축)

사업자등록번호 (211-86-80928)

건설업면호번호 (01-1061)

2001. 08. 10. (주)오지아이건설 법인 설립

2001. 09. 20. (주)오지아이건설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등록

2009. 04. 18.  본사 중구 신당동으로 이전

건축공사업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 공사업

부동산 개발, 기획, 임대업

자재판매업

대한건설협회

2001. 08. 10.

5억원

최초설립일

면허

자본금

회사연혁

주요업무

가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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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999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종합강의동 보수공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리노베이션

명동 쌘뽈수녀원교육관 리노베이션

명동 쌘뽈수녀원교육관 베타니아출입문 설치공사

명동 쌘뽈수녀원교육관 관구장실 난방공사

서울대 본관 리노베이션

반포 K씨댁 리노베이션

반포 라인아파트 인테리어

장충단교회 리노베이션

청담동 91-11 빌딩

썬뽈수녀원성당 개/보수긍사

쌘볼수녀원숙소 난방공사

성바오로 피정의 집 울타리공사

로데오 플라자교회

양재동 사옥 보수공사

명동 쌘뽈수도원 종탑지붕 및 기계실, 장비설치공사

숙대유아원 증축공사

계성유치원 방수공사

동영 유 엔 아이(주) 사무실 내장공사

숙대학생서비스쎈타 증축

숙대학생생활지도 연구소

숙대학생회관 미용실시설공사

성바오로 유치원 방수공사

BASF 사무실 내장공사

성바오로 피정의 집 방음공사

명동 쌘뽈수도원 태양열설비시설공사

진부 쌘뽈연수원 신축공사

서소문 순교자 현양탑

준 성형외과 내장공사

일산 마두동 951 주택

일산 마두동 951-1 주택

한청숙산부인과 내장공사

진부 쌘뽈연수원 정화조 외 공사

진부 쌘뽈수녀원 인테리어공사

SONG’S PIZZA 내장공사

끌로에 미용실

BASF사무실 9층 내장공사

여의도 성모병원 2층 화장실 개/보수공사

장로회신학대학교 멀티미디어실 인테리어 및 가구공사

금란교회신축공사중 내장 및 마감공사

호서대학교 신학관 인테리어공사

호서대 신학관 강대상 외 11종 가구공사

호서대학교 인터넷카페 인테리어공사

여의도성모병원 외래식당 보수공사

연희동성당 성체조배실 인테리어공사

진부쌘뽈수녀원강의실 인테리어공사- B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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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999 여의도 성모병원특실 인테리어공사(A실:2 B실:1)

숙명여자대학교 안  물  바 센터 신축공사

길동신용협동조합 내/외부공사

여의도성모병원 화장실인테리어공사(1F:1 3F:1 4F:1)

숙명여자대학교 행정관 6F 영상회의실 내장공사

여의도성모병원 NURSE STATION공사(12개소)

호서대 천안캠퍼스기숙사 화장실공사

성우그룹 안내책상/이미지월

딴또딴또 파스타 레스토랑

가평주택 신축공사

일산 마두동 939-3주택 신축공사

호서대 천안캠퍼스 인터넷 창업보육센터

압구정 현대@ 인테리어공사

당산동 325주택 신축공사

강남성모병원 옥외SIGN공사

호서대학교 1호관 및 학생회관 개/보수공사

부산 베네딕도 수녀원

한국 BASF 사무실 개/보수공사

성바오로병원 장례식장 확장공사

호서대학교 학생식당주방(1-3F)개/보수공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중강당 인테리어공사

노원 상계 종합복지관

여의도성모병원 DCC실 4F

우즈벡 대우 유니텔사옥 리노베이션

선릉 벤처캐피탈 사무실공사

화장실 이설공사

SUKU SHOP 리노베이션

강남성모병원 1인실 외 2개소공사

진부쌘뽈수녀원 보수공사

진부쌘뽈수녀원 캐노피공사

호서대 아산캠퍼스 홍보관 인테리어공사

호서대 아산캠퍼스 교수식당 인테리어공사

숙대 B지구 영상강의실

호서대학교 대강당 개/보수공사

지구촌 선교센터 인테리어

광운대학교 캐노피공사

성바오로병원 본관 옥탑방수공사

강남성모병원 특실도배공사

후암동 바이오 시스텍현장

법무법인 로고스사무실 인테리어공사

SUKH SHOP STUDIO

후암동성당 개/보수공사중 유치원공사

호서대 천안캠퍼스 각건물 개/보수공사

여주 쌘뽈수녀원 인테리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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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평창동 미술관 신축공사

명동 쌘뽈수녀원 전례예술원 인테리어공사

숙명여자대학교 르네상스 플라자 설계

중암정보 산업연구소 인테리어공사

SIEMENS EXHIBITION 인테리어공사

여의도 성모병원 MRI실 인테리어공사

타이항공 인천사무소 인테리어공사

법무법인 로고스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여의도 성모병원 특실공사

타이항공 본사이전 인테리어공사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교육문화관 내부마감공사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증축공사

성공회대학교 증축공사

성바오로 피정의 집 개/보수공사

호서벤처투자(주)사무실 인테리어공사

월마트 화정점 개/보수공사

불암동 쌘뽈수녀원 증/개측공사

진부 쌘뽈수녀원 개보수공사

호서벤처 접견실 인테리어공사

논산 쌘뽈 요양원 신축공사

논산 쌘뽈 유치원 신축공사

가톨릭 의과대학 2001년도 인정평가준비(시설,설비 분야) 공사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개/보수공사

후암동 성당 교리실 인테리어공사

서울 디지털 정보통신대학원 대학교 개/보수공사

여의도 성모병원 CT 촬영실 공사

강남 성모병원 1층 방풍실 개/보수공사

여의도 성모병원 1층 커피숍 내장공사

명동 쌘뽈수녀원 방수공사

목포 가톨릭병원 인테리어 실시설계

강남 성모병원 1층 로비 외래약국

성바오로 성당 피정의 집 창고공사

여의도 성모병원 내시경실 개보수공사

필립모리스 양산공장 리노베이션

천주교 영등포교회 교리실 및 회합실 개보수공사

ANA항공 서울지점 인테리어 마감공사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센터 개보수공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독수리상 건립공사

서울여자대학교 명예총장공관 리모델링 가구공사

서해대학교 인테리어 마감공사

제주 내도동 팬션 신축공사

제주 내도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벽제 애덕의집 레크레이션실 마감공사

벽제 애덕의집 보호작업장 마감공사

벽제 애덕의집 다목적실 마감공사

벽제 애덕의집 물리치료실 마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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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3

2004

벽제 애덕의집 직원숙소 및 안내실마감공사

비바빌 빌라보수공사

여주 쌘뽈수녀원 식당 가구공사

성바오로병원 전산실 인테리어공사

성바오로병원 1층본관 편의시설 공사

명동 쌘뽈수녀원 수련원 경당 외 개보수공사

대항병원 노원지점 인테리어공사

연대음대 증축 및 내장 설계

두우인터내셔널 인테리어공사

동부 시립아동상담소 방풍실 인테리어공사

천주교 신사동성당 인테리어공사

인천 박문초등학교 야외옹벽 철거공사

숙대음대 및 중앙도서관 설계용역

숙명여대 중앙도서관 가구공사

용산 삼각교회 보수공사

목동 아파트 인테리어공사

약수동 성원텍스 사무실공사

종암동 사립복지관 개보수공사

우면동주택 인테리어공사

인천 가정동 아파트 개보수공사

돈암동 아파트 개보수공사

평촌 LIZPAMD SHOP 인테리어공사

신사동 주택 인테리어공사

논산 쌘뽈 유치원 인테리어공사

논산 쌘뽈 요양원 인테리어공사

서울여자대학교 명예총장공관 리모델링공사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응급센터 인테리어공사

세인트앤드류 스쿨 인테리어공사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예술관 인테리어공사

청송관 중강당 마감공사

호서대학교 서울벤처전문대학원 지하1층 인테리어공사

명동 쌘뽈수녀원 전례예술원 개보수공사

시흥 성바오로 피정의집 화장실 외 개보수공사

포이동성당 인테리어공사

숙명여대 주민전용시설 인테리어공사

밀알학교 강당 인테리어공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 인테리어공사

삼척 쌘뽈수녀원 근덕 분원 개보수공사

서울여자대학교 본관 인테리어공사

인제대학교 간호대학 강의실 인테리어공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식당설치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르네상스플라자 인포메이션 데스크 공사

숙명여자대학교 주민보행로 경비실 설치 및 외부공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양교회 인테리어공사

명동 쌘뽈수녀원 강의실외 인테리어공사

숙명여자대학교 인재관 인테리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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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5

인천 박문초등학교 도서실 환경개선공사

마이크로옵틱(주) 신갈사무실 인테리어공사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전공 조리실 인테리어공사

서울여자대학교 종합교육관 소강당 인테리어공사

명동 쌘뽈수녀원 베타니아 증축공사

강남메인타워 이벤트홀 인테리어공사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라운지 인테리어공사

인천박문초등학교 게시판공사

명동 쌘뽈수녀원 역사유물관 인테리어공사

벽제 애덕의집 상,하수도 배관 외 공사

다블뤼주교 기념성당 증축공사

서울대 치과대학 학생부 학장실 환경개선공사 외

동부 아동상담소 본관 강의실 개보수공사

까르프 중동점 리모델링공사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생횔관 교회 인테리어공사

천주교인보회 뇌성마비관(요한의 집) 개보수공사

서울여자대학교 박물관 인테리어공사

성바오로병원 주차장 대수선 및 용도변경공사

역삼동 700-10빌딩 신축공사

가곡리 쌘뽈수녀원 신축공사

성글라라 장성수도원 신축공사

노틀담수녀회 서울분원 신관보수공사

동부 아동상담소 별관 회의실 개보수공사

인천박문초등학교 미술실 게시판공사

SIEMENS 본사 전시장 인테리어공사

서강대학교 다산관 204호 환경개선공사

제주아름다운 교회 신축공사

마천동 소년 예수의 집 신축공사

노틀담수녀회 어린이집 증축 및 부대시설공사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리노베이션공사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복지관 인테리어공사

노틀담수녀회 복지관 램프공사

호서대학교 서울벤처 정보대학원 대학교 인테리어공사

TBI회의실 인테리어공사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생활관 휴게실 인테리어공사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생활관 로비 인테리어공사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사회복지지 강의실 인테리어공사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세미나실 인테리어공사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벤처대학원 멀티강의실 인테리어공사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본관 3층 인테리어공사

성바오로병원 종합건강관리센터 개보수공사

수지 목양교회 신축 인테리어공사

장안동 아동상담소 인테리어공사

서강대학교 교무처장실 및 학적과 인테리어공사

(주)디엔텍 인테리어공사

성바오로병원 응급의료센터 개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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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노틀담수녀원 오산분원 하늘땅이네 증축공사

노틀담수녀원 오산분원 유치원 보수공사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본관3층 인테리어공사

노틀담수녀원 서산 어린이집 난방 및 외부공사

노틀담수녀원 본원 구관 개보수공사

SIEMENS 본사 전시장 개보수공사

경민대학교연수원 전시실 인테리어공사

인천 계양 어린이집 화장실 보수공사

애덕의집 보호작업장 환경개선공사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첨단강의실 인테리어공사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첨단강의실 인테리어공사

숙명여자대학교 르꼬르동블루 MBA과정 강의실 인테리어공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1층 패션전공 실습실공사 (STYLE WIND)

북한강 에스엠루빌 리조트 모델하우스 인테리어공사

양주축협 가든 내부인테리어공사 및 부대시설공사

SUV 6층 도서관 인테리어공사

호서벤처전문대학원 지하1층 인테리어공사 (GALLERY K)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음식연구원 확장공사

쌘뽈 나우리 상담센터 인테리어공사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학생회관 소강당 인테리어공사

호서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 로비 인테리어공사

피죤 본사 로비 인테리어공사

서울양명초등학교 연결복도 증축공사

명동 쌘뽈수녀원 관구 보수 및 지붕공사

청기와예식장 1~4층 뷔페식당 리모델링공사 및 외부 연결통로공사

애덕의집 건물창호 보강공사

팝그린 관광호텔 증축공사

아산 공세리성당 순교자 현양탑 신축공사

명동 쌘뽈수녀원 도서관 및 교육관 난방배관 교체공사

계성초등학교 보건실 벽체조성공사 및 교실 전동롤블라인드공사

숙명여자대학교 H.MBA 강의실 인테리어공사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조형과학관 102호 강의실 인테리어공사

호서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 국제회의실 인테리어공사

호서대학교 사회진출센터 인테리어공사

팝그린 관광호텔 홀 인테리어공사

서초구청 북카페 인테리어공사

계성여자고등학교 도서실, 열람실, 실험실 인테리어공사

서울호서전문학교 1호관 방음벽체공사 및 학생 휴게실 인테리어공사

성바오로병원 본관 1층 및 별관동 MRI실 인테리어공사

금강대학교 원각도서관 인테리어공사

성빈센트병원 영양팀 주방 개보수공사

솔샘 나우리센터 인테리어공사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모의법정 인테리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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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어학실 및 항공서비스 실습실 공사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경직기념예배당 리모델링공사

아리온 테크놀로지 6층 증축공사

셀바이오텍 ATC과제를 위한 세포공학연구소 연구동 공사

성빈센트병원 분원 인테리어공사

성바오로 피정의 집 창고 공사

홍천 성빈센트 피정의 집 보수공사

원주 바오로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성빈센트 수녀회 용인 중간의 집 신축공사

사회복지법인 위캔 1층 리모델링공사 및 농구장 개보수공사

노틀담 복지관 증축공사

진부 쌘뽈수녀원 베델의집 개보수공사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교직원회관 및 제2공대 강당 인테리어공사

노틀담복지관 로비 인테리어 및 난방보강공사, 1층 화장실공사

SIEMENS 분당 전시장 인테리어공사

서울호서전문학교 1, 2, 4호관 강의실 조성 및 인테리어공사

원주 쌘뽈수녀원 인테리어공사

갈매못성지 기념관 인테리어공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 환경개선공사

서울호서전문학교 3호관 장애인시설 및 용도변경공사 및 화장실 인테리어공사

계성 푸른누리 수련원 별관 리모델링공사 및 수녀원 경당, 침실 인테리어공사

호서대학교 벤처산학협력관 INNO CAFE 인테리어공사

호서대학교 일반 열람실 (공대, 자연대) 리모델링공사

아산 공세리성당 박물관 인테리어공사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 신축공사

원주 바오로 어린이집 부대시설공사

양평 증동리주택 신축공사

일산동 승민빌딩 신축공사

시민대학 경계 노후 축대 재해예방공사

아산 공세리성당 부속건물 및 화장실 신축공사

구로 정형외과 신축공사

아산 공세리성당 부대시설공사

여주 임광라케움 4차단지 샘플하우스 신축공사

영락애니아의집 증개보수 건축공사

논산 쌘뽈요양원 화장실 신설 및 창호공사 

원주 쌘뽈수녀원 개보수공사

애덕의집 드라이에리어 및 주차장 설치공사

애덕의집 보호작업장 신축공사

박문여자고등학교 도서관 및 4층 영어전용교실 개보수공사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음식연구원 조리실 확장공사

서울호서전문학교 3호관 1층 학생휴게실 및 입학상담실 개보수공사 

해미성지 유해 참배실 인테리어공사

명동 쌘뽈수녀원 식당 인테리어공사



Design & Development

연도별 주요공사 내용

OGI Inc www.ogi.co.kr

2009

2011

2012

2010

계성여자고등학교 외부쉼터 조성공사

계성여자고등학교 3층 열람실 바닥난방공사 및 화확실 개보수공사

호서대학교 조형관, 교육문화회관 인테리어공사

벽재 애덕의집 수녀원 및 후원자의집 개보수공사

계성푸른누리 수련원 화장실 외 기타 개보수공사

진부 쌘뽈수녀원 동부청소년 수련장 개보수공사

LEXUS 센트럴모터스 분당 전시장 5층 인테리어공사

서울호서전문학교 3호관 학생식당 및 1층 휴게실 인테리어공사

천안 및 아산캠퍼스 글로벌라운지 조성공사

대방동성당 경당 인테리어공사

성빙센트 청소년회 리모델링공사

참만남 가족상담센터 인테리어공사

계성푸른누리수련원 개보수공사

경기도 간호사회 사옥 리모델링공사

연천수녀원 신축공사

여주수녀원 요양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계성여고강당 개보수공사

연세흉부외과 암사동병원 3층 인테리어공사

덕원여자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공사

명동쌘뽈수녀원 베타니아 리모델링공사

논현2동 성당 다목적실 리모델링공사

천주교 아우구스띠노 수도회 착한의견의 성모수도원 신축공사

노틀담수녀원 본원 구관 보수공사

미리내 천주성삼 성직수도회 개보수공사

복자유치원 도서관 인테리어공사

어린이회관 유치원 인테리어공사

아주대의료원 웰빙센터 증축공사 인테리어공사

불암동수녀원 리모델링공사

호서전문학교 파주 제2캠퍼스 파고라 설치공사

여전도회관 1층 로비 인테리어공사

호서전문학교 2호관 로비 및 교수연구실 인테리어공사

성가복지병원 기도실 인테리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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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사

New Project



Design & Development

Religious Facilities

천주교 성 아우구스띠노 수도회 성당 및 수도원

건축주 : 천주교 성 아우구스띠노 착한의견의 성모 수도회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동중리

공사부분 : 신축공사

공사용도 : 종교시설

공사면적 : 1,823.19(㎡)

OUR LADY OF GOOD COUNSEL MONASTERY

ORDER OF SAINT AUGUSTINO

Client : ORDER OF SAINT AUGUSTINO

Location : Dongjung-ri, Wangjing-myeon, yeoncheon-gun, 
                 Gyeonggi-do, Korea

Design Section : New Building

Design Extent : 1,823.19(㎡)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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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u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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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 Development

Business Facilities

서울 파트너스 하우스

건축주 : 서울시청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6-75

공사부분 : 서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신축공사

공사용도 : 업무시설, 주거시설

공사면적 : 2,543.3(㎡)

SEOUL PARTNERS HOUSE

Client : SEOUL CITYHALL

Location : 726-75, Hannam-Dong, Yongsan-Gu, Seoul, 
                 Korea

Design Section : New Building

Design Extent : 2,543.3(㎡)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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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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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acilities

국회본관기단부 리모델링

건축주 : 국회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사부분 : 본관기단부 리모델링공사

공사용도 : 업무시설

공사면적 : 2,022.25(㎡)

National Assembly 

Stereobate Remodeling

Client : National Assembly

Location :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

Design Section : Remodeling

Design Extent : 2,022.25(㎡)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Business Facilities

경기도간호사회

건축주 : 경기도간호사회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공사부분 : 리모델링공사

공사용도 : 업무시설

공사면적 : 684.5(㎡)

Gyeonggi-do
NURSES ASSOCIATION

Client  :  NURSES ASSOCIATION 

Location  :  Ingye-dong ,Paldal-gu, Suwon-si, 
                   Gyeonggi-do, Korea                                                                               

Design Section  :  remodeling

Design Extent  :  684.5(m2)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Religious Facilities

여주 쌘뽈수녀원 요양원

건축주 : 천주교 쌘뽈수도원 유지재단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공사부분 : 여주수녀원 증축 및 요양원 리모델링공사

공사용도 : 노유자시설

공사면적 : 3,332.32(㎡)

YEOJU CONVENT, SISTERS OF ST. PAUL OF CHARTRES 
Sanatorium

Client : STISTERS. OF ST. PAUL OF CHARTRES, SEOUL

Location : Jung-am-ri, Bungnae-myeon, Yeoju-gun, Gyeonggi-do,
                 Korea

Design Section : Remodeling

Design Extent : 3,332.32(㎡)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Religious Facilities

여주 쌘뽈수녀원 청원자의집

건축주 : 천주교 쌘뽈수도원 유지재단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공사부분 : 청원자의집 신축공사

공사용도 : 종교시설

공사면적 : 1,181.40(㎡)

YEOJU CONVENT, SISTERS OF ST. PAUL OF CHARTRES 
Petitioner House

Client : STISTERS. OF ST. PAUL OF CHARTRES, SEOUL

Location : Jung-am-ri, Bungnae-myeon, Yeoju-gun, Gyeonggi-do,
                 Korea

Design Section : New Building

Design Extent : 1,181.40(㎡)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Educational Facilities

성빈센트 청소년회 

건축주 : 성빈센트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5가 

공사부분 : 리모델링공사

공사용도 : 복지시설

공사면적 : 784.5(㎡)

St.Vincent 
YOUTH ASSEMBLY

Client : St.Vincent 

Location : Dongseon 5-ga, Seongbuk-gu,
                 Seoul, Korea
Design Section : Remodeling

Design Extent : 784.5(㎡)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Business Facilities

경기도간호사회

건축주 : 경기도간호사회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공사부분 : 리모델링공사

공사용도 : 업무시설

공사면적 : 684.5(㎡)

Gyeonggi-do
NURSES ASSOCIATION

Client  :  NURSES ASSOCIATION 

Location  :  Ingye-dong ,Paldal-gu, Suwon-si, 
                   Gyeonggi-do, Korea                                                                               

Design Section  :  remodeling

Design Extent  :  684.5(m2)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Religious Facilities

한남동 서울시청 공관

건축주 : 서울시청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6-75

공사부분 : 서울시장 공관 신축공사

공사용도 : 업무시설, 주거시설

공사면적 : 2,543.3(㎡)

HANNAMDONG 
SEOUL CITYHALL OFFICIAL RESIDENCE

Client : SEOUL CITYHALL

Location : 726-75, Hannam-Dong, Yongsan-Gu, Seoul, Korea

Design Section : New Building

Design Extent : 2,543.3(㎡)

Design & Development

Religious Facilities

공세리성당 박물관

건축주 : 대전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공사부분 : 박물관 리모델링 및 부속건물 신축공사

공사용도 : 관람집회시설

공사면적 : 박물관 179.76(㎡)

              부대시설 384.68(㎡)

GONGSERI CATHOLIC CHURCH 
Museum

Client : Catholic Diocese of Daejeon

Location : Gongse-ri ,Inju-myeon ,Asan-si, Chungcheongnam-do,
                 Korea Korea

Design Section : Interior & New Building

Design Extent : Museum 179.76(㎡)
                          New Building 384.68(㎡)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Religious Facilities

한남동 서울시청 공관

건축주 : 서울시청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6-75

공사부분 : 서울시장 공관 신축공사

공사용도 : 업무시설, 주거시설

공사면적 : 2,543.3(㎡)

HANNAMDONG 
SEOUL CITYHALL OFFICIAL RESIDENCE

Client : SEOUL CITYHALL

Location : 726-75, Hannam-Dong, Yongsan-Gu, Seoul, Korea

Design Section : New Building

Design Extent : 2,543.3(㎡)

Design & Development

Religious Facilities

공세리성당 박물관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Religious Facilities

논산 쌘뽈 요양원

건축주 : 사외복지법인 쌘뽈원

소재지 : 충남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346-3

공사부분 : 요양원 신축공사

공사용도 : 복지시설

공사면적 : 5,033.59(㎡)

NONSAN MEDICAL TREATMENT CENTER 
The Sisters of St. Paul of Chartres, Seoul 

Client  :  The Sisters of St. Paul of Chartres, Seoul 

Location  :  Gyochon-ri, Eunjin-myeon, Nonsan-si,
                   Chungcheongnam-do, Seoul, Korea 

Design Section  :  New Building

Design Extent  :  5,033.59(m2)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Religious Facilities

논산 쌘뽈 요양원

건축주 : 사외복지법인 쌘뽈원

소재지 : 충남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346-3

공사부분 : 요양원 인테리어

공사용도 : 복지시설

공사면적 : 5,033.59(㎡)

NONSAN MEDICAL TREATMENT CENTER 
The Sisters of St. Paul of Chartres, Seoul 

Client  :  The Sisters of St. Paul of Chartres, Seoul 

Location  :  Gyochon-ri, Eunjin-myeon, Nonsan-si,
                   Chungcheongnam-do, Seoul, Korea 

Design Section  :  Interior

Design Extent  :  5,033.59(m2)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논산 쌘뽈 유치원

건축주 : 사외복지법인 쌘뽈원

소재지 : 충남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346-3

공사부분 : 유치원 신축공사

공사용도 : 교육연구시설

공사면적 : 3,615.49(㎡)

NONSAN KINDERGARTEN
The Sisters of St. Paul of Chartres, Seoul 

Client  :  The Sisters of St. Paul of Chartres, Seoul 

Location  :  Gyochon-ri, Eunjin-myeon, Nonsan-si,
                   Chungcheongnam-do, Seoul, Korea                                                                                

Design Section  :  New Building

Design Extent  :  3,615.49(m2) 

Educational Facilities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논산 쌘뽈 유치원

건축주 : 사외복지법인 쌘뽈원

소재지 : 충남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346-3

공사부분 : 유치원 신축공사

공사용도 : 교육연구시설

공사면적 : 3,615.49(㎡)

NONSAN KINDERGARTEN
The Sisters of St. Paul of Chartres, Seoul 

Client  :  The Sisters of St. Paul of Chartres, Seoul 

Location  :  Gyochon-ri, Eunjin-myeon, Nonsan-si,
                   Chungcheongnam-do, Seoul, Korea                                                                                

Design Section  :  New Building

Design Extent  :  3,615.49(m2)

Educational Facilities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MOKYANG CHURCH 

Client  :  MOKYANG CHURCH 

Location  :  10-3 San, Dongcheon-dong, Yongin-si, 
                   Gyeonggi-do, Korea                                                                                

Design Section  :  Interior

Design Extent  :  3,256.28(m2)

Religious Facilities

수지 목양교회

건축주 : 수지 목양교회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산 10-3

공사부분 : 인테리어공사

공사용도 : 종교시설

공사면적 : 3,256.28(㎡)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Religious Facilities

천주교 포이동교회

건축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396-2

공사부분 : 인테리어공사

공사용도 : 종교시설

공사면적 : 813.3(㎡)

POIDONG CATHOLIC CHURCH 

Client  :  ARCHIDIOCESE OF SEOUL 

Location  :  396-2 Yangjae 2-dong, Seocho-gu,
                   Seoul, Korea                                                                                

Design Section  :  Interior

Design Extent  :  813.3(m2)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Design & Development

Residence Facilities

양평 전원주택

건축주 :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공사부분 : 신축공사

공사용도 : 주거시설

공사면적 : 259.44(㎡)

YANGPYEONG HOUSE

Client : 

Location : Jeungdong-ri ,Yangpyeong-gun, 
                Gyeonggi-do, Korea

Design Section : New Building

Design Extent : 259.44(㎡)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Design & Development

Residence Facilities

여주 임광 라케움

건축주 : 임광 아이엔씨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공사부분 : 신축공사

공사용도 : 주거시설

공사면적 : 132(㎡)

YEOJU LIMKWANG LACHEUM 

Client : LIMKWANG INC

Location : Yeoju-eup ,Yeoju-gun, Gyeonggi-do, Korea

Design Section : New Building

Design Extent : 132(㎡)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Design & Development

Residence Facilities

용인 중간의집

건축주 : 성빈센트 드뽈 자비의수녀원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장평리

공사부분 : 신축공사

공사용도 : 노유자시설

공사면적 : 370.67(㎡)

YONGIN
MISSMOM CARE HOUSE

Client : SISTERS OF CHARITY OF ST. VINCENT DE PAUL

Location : Baegam-myeon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Korea

Design Section : New Building

Design Extent : 370.67(㎡)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Design & Development

Educational Facilities

원주 바오로 어린이집

건축주 :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공사부분 : 외관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공사

공사용도 : 보육시설

공사면적 : (㎡)

WONJU PAUL NURSERY

Client : 

Location : , Korea

Design Section : Remodeling & Interior

Design Extent : (㎡)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Design & Development

Religious Facilities

성글라라 봉쇄수도원

건축주 : 성글라라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공사부분 : 수도원 신축공사

공사용도 : 종교시설

공사면적 : 1998.38(㎡)

JANGSEONG 
SAINT CLARA CLOISTER
Client : SAINT CLARA 

Location : Jangseong-gun, Jeollanam-do, Korea

Design Section : New Building

Design Extent : 1998.38(㎡)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Design & Development

Educational Facilities

마천동 어린이집

건축주 : 천주교 쌘뽈수도원 유지재단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93-7

공사부분 : 신축공사

공사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사면적 : 686.20(㎡)

MACHEONDONG NURSERY

Client : SISTERS. OF ST. PAUL OF CHARTRES, SEOUL

Location : 93-7 Macheon-dong ,Songpa-gu, Seoul, Korea

Design Section : New Building

Design Extent : 686.20(㎡)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Design & Development

Religious Facilities

신리성지

건축주 : 대전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소재지 : 충남 당진군 합덕면 신리

공사부분 : 신축공사

공사용도 : 문화, 집회시설

공사면적 :419.35(㎡)

SINRI SACRED GROUND

Client : CATHOLIC DIOCESE OF DAEJEON

Location : Hapdeok-eup ,Dangjin-gun, Chungcheongnam-do,
                 Korea

Design Section : New Building

Design Extent : 419.35(㎡)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Design & Development

Educational Facilities

호서대학교 산학중심관 국제회의실

건축주 : 호서대학교

소재지 :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165

공사부분 : 산학중심관 홀 및 국제회의실

공사용도 : 교육시설

공사면적 : 2,195(㎡)

HOSEO UNIV.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Client : HOSEO UNIV.

Location : Asan-si, Chungcheongnam-do, Korea

Design Section : Interior

Design Extent : 2,195(㎡)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Design & Development

Educational Facilities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제2공학관 강당

건축주 : 호서대학교

소재지 :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165

공사부분 : 호서대 아산캠퍼스 제2공학관 강당

공사용도 : 교육시설

공사면적 : 554.4(㎡)

HOSEO UNIV.
Engineering Lecture Room

Client : HOSEO UNIV.

Location : Asan-si, Chungcheongnam-do, Korea

Design Section : Interior

Design Extent : 554.4(㎡)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Design & Development

Educational Facilities

호서대학교 천안/아산캠퍼스 첨단강의실

건축주 : 호서대학교

소재지 :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165

공사부분 : 천안/아산캠퍼스 첨단강의실

공사용도 : 교육시설

공사면적 : 288(㎡)

HOSEO UNIV.
Technology Lecture Room

Client : HOSEO UNIV.

Location : Asan-si, Chungcheongnam-do, Korea

Design Section : Interior

Design Extent : 288(㎡)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BEAUTIFUL COMMUNITY CHURCH 

Client  :  Beautiful Community Church 

Location  :  1490-3 Ara 2-dong, Jeju-si, Jeju-do, Korea                                                                                

Design Section  :  New Building

Design Extent  :  1,334(m2)

아른다운 교회

건축주 : 아름다운교회

소재지 : 제주시 아라2동 1490-3

공사부분 : 교회 신축공사

공사용도 : 종교시설

공사면적 : 1,334(㎡)

Religious Facilities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BLUEBAY RESORT PENSION 

Client  :  BLUEBAY 

Location  :  333-1 Naedo-dong, Jeju-si, Jeju-do, Korea                                                                                

Design Section  :  New Building

Design Extent  :  1,139.42(m2)

블루베이 펜션

건축주 : 블루베이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내도동 333-1

공사부분 : 펜션 신축공사

공사용도 : 숙박시설

공사면적 : 1,139.42(㎡)

Lodging Facilities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Educational Facilities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건축주 : 숙명여자대학교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공사부분 : 도서관 1층, 2층 인테리어공사

공사용도 : 교육연구시설

공사면적 : 2,817.72(㎡)

SOOKMYUNG WOMEN'S UNIV.
LIBRARY

Client  :  SOOKMYUNG WOMEN'S UNIV. 

Location  :  Cheongpa-Dong, Yongsan-Gu
                   Seoul, Korea                                                                               

Design Section  :  1F, 2F Interior

Design Extent  :  2,817.72(m2)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Religious Facilities

여주 쌘뽈수녀원

건축주 : 천주교 쌘뽈수도원 유지재단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산134-1

공사부분 : 수녀원 신축공사

공사용도 : 종교시설

공사면적 : 성당 - 258(㎡)

             경당(엠마오의 집) - 74(㎡) 

             경당(수녀원) - 108(㎡)

YEOJU CONVENT, SISTERS OF ST. PAUL OF CHARTRES

Client  :  STISTERS. OF ST. PAUL OF CHARTRES, SEOUL

Location  :  Yeoju, Gyeonggi-Do, Korea

Design Section  :  New Building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Religious Facilities

금란교회

건축주 : 대한기독교 감리회 금란교회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

공사부분 : 금란교회 신축공사

공사용도 : 종교시설

공사면적 : 25,049.9(㎡)

KUMRAN CHURCH

Client  :  KUMRAN CHURCH

Location  :  Mangwoo-Dong, Chungnang-Gu, Seoul, Korea

Design Section  :  New Building

Design Extent  :  25,049.9(m2)

Design & Development www.ogi.co.krOGI Inc. 



Educational Facilities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 교육문화관

건축주 : 학교법인 호서대학교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29-1

공사부분 : 대강당

공사용도 : 교육연구시설

공사면적 : 3,715.98(㎡)

HOSEO UNIV. 
EDUCATION & CULTURE CENTER 

Client : HOSEO UNIV.

Location : Asan-Si, ChungCheongNam-Do, Korea

Design Section : Lecture room

Design Extent : 3,715.98(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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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us Facilities

신사동 성당

건축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9-150

공사부분 : 인테리어공사

공사용도 : 종교시설

공사면적 : 2,982.08(㎡)

SHINSA-DONG CATHOLIC CHURCH

Client : ARCHIDIOCESE OF SEOUL

Location : 19-150, Shinsa-Dong, Eunpyung-Gu, 

                 Seoul, Korea

Design Section : Interior

Design Extent : 2,982.08(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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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us Facilities

여주 쌘뽈수녀원 성당

건축주 : 천주교 쌘뽈수도원 유지재단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산 134-1

공사부분 : 성당 인테리어공사

공사용도 : 종교시설

공사면적 : 258(㎡)

YEOJU CONVENT, CATHOLIC CHURCH, 
SISTERS OF ST. PAUL OF CHARTERS

Client  :  STISTERS. OF ST. PAUL OF CHARTRES, SEOUL

Location  :  Yeoju, Kyounggi-Do, Korea

Design Section  :  Interior

Design Extent  :  258(m2)

YEOJU CONVENT, ORATORY, 
SISTERS OF ST. PAUL OF CHARTERS

Client  :  STISTERS. OF ST. PAUL OF CHARTRES, SEOUL

Location  :  Yeoju, Kyounggi, Korea

Design Section  :  Interior

Design Extent  :  Oratory Of Noviciata-108(m2)

                           Oratory Of Emmao-76(m2)

여주 쌘뽈수녀원 경당

건축주 : 천주교 쌘뽈수도원 유지재단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산 134-1

공사부분 : 인테리어공사

공사용도 : 종교시설

공사면적 : 수련원 경당 - 108(㎡)

             엠마오의 집 경당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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