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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토 PLUTO 장려상

플루토
본 건물 ‘PLUTO(플루토)’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좁은 골목길
(4m 도로)에 위치하고 있다. 골목길을 따라 건물에 진입할 때 보
다 밝은 느낌을 주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과 조경, 건물의 색을 밝
게 계획했다.

건물의 디자인 및 재료는 주거지의 친숙한 재료인 벽돌을 사용하
여 따뜻하고 이질감이 없도록 계획하였다. 벽돌의 색상도 좁은 골
목길을 밝혀줄 수 있도록 연한 아이보리 색으로 계획하여 동네에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편안함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각 층에 테라스, 가벽, 영롱쌓기, 고측창 등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여 인접 주거지 주민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는 일조권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매
스 디자인으로 이어졌으며,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채광
과 환기가 편안하게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건물의 모든 층은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계단
은 지상부와 지하부로 분리하였다. 지상부는 실내 코어 계단을 통
하여 효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지하부는 외부
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하라는 단점을 보완하
기 위해 지하 계단실이 채광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러한 분리를 통하여, 근린생활시설 각 층의 용도에 맞게 동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위한 건물 디자인이 아
닌, 주변 대지의 현황과 기능에 충실한 계획이 자연스럽게 건물의 
디자인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PLUTO가 주거지에 활력을 넣는 건물로 경험
되고 기억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강남구 주민들 
또한 PLUTO를 그렇게 기억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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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PLUTOㅣ설계자 실건축사사무소(주)ㅣ설계담당 이성용, 김익곤, 황명진, 심단우ㅣ시공자 (주)에이엘엘종합건설ㅣ건축주 더램프 
주식회사ㅣ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6-24ㅣ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ㅣ용도 근린생활시설ㅣ대지면적 237.20㎡ / 71.75평ㅣ건축면적 
141.29㎡ / 42.74평ㅣ연면적 813.30㎡ / 246.02평ㅣ건폐율 59.57%ㅣ용적률 197.67%ㅣ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ㅣ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ㅣ주차대수 6대ㅣ내부마감 석고보드, 노츨콘크리트ㅣ외부마감 치장벽돌, 알루미늄시트ㅣ설계기간 2020. 12 ~ 2021. 03ㅣ공사기간 
2021. 03 ~ 2022. 04ㅣ사진 송유섭

건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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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단우

실건축사사무소(주), 소장

실건축사사무소(주), 실장

실건축사사무소(주), 소장

실건축사사무소(주), 팀장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으로 건너가 Columbia대학 Master  of 
Architecture 1을 졸업하였다. 그후 뉴욕의 Morris and Sato Studio와 로스앤젤레스 NBBJ 
오피스에의 실무 경험 후,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를 거쳐 현재 실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
다. 2019년부터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충북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석사를 취득하였다.  
해안종합건축사사사무소에서 실무경험을 쌓았고, 현재 실건축사사무소 건축사로 재직 중이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실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Counterdesign, 승보이앤씨를 거쳐 현재 실건축사사무소에 
재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