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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강남 스마트 센터 
MBC GANGNAM SMART CENTER 우수상

(주)문화방송

(주)매니페스토디자인랩 건축사사무소

(주)국보디자인

 
 
2020년 MBC는 방송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영역으로의 업의 확장을 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와의 
접촉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본사를 상암동으로 이전한 후 구성원의 이동 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3대 업무
지구 중 강남권역에 가장 많은 비즈니스 파트너(연예기획사, 제작사, 광고주, 광고대행사, 벤처캐피털)가 밀집해 있으
나 상암동 본사에서 왕복 3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강남구에 거점을 마련하여, 구성원들이 업무
를 보거나 파트너를 만날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MBC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물리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새로
운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프로젝트의 기본 방향은 구성원의 니즈를 반영한 공간 구성이다. 편하게 사람을 만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규모가 다양한 회의실과 공유 사무공간이 그 결과이며, 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점유하지 않고 유연한 공간으로 구성
했다. 6층에는 특화 라운지를 조성하여 중요한 손님을 접대하거나 소규모 행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오피스 트렌드를 분석했으며, 미디어 기업이라는 미래지향적 아이덴티티 속에서 디지털을 매
체로 물리적 연결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의 물리적 시각화를 나타내는 시스
루(see-through)라는 공간 컨셉을 도출하게 되었다.

디자인 컨셉으로는 기존건축물의 슬라브를 일부 오픈하여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수직적으로 오픈된 공간을 계획
하여 다양한 경험과 이벤트를 제공하는 도심 속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고자 하였고, 기존 건축물에 존재하는 옥상 매
스에 디자인 요소를 더하여 낮은 건물 레벨에도 시각적인 집중을 가져다주는 상층부 디자인 특화 요소를 계획하였다.

MBC가 처음으로 강남에 마련하게 된 MBC 강남 스마트 센터는 그 상징 및 확장성과 함께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아내고자 한다.

MBC 강남 스마트 센터

건축주 

설계사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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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MBC 강남 스마트 센터ㅣ설계사 (주)매니페스토디자인랩 건축사사무소ㅣ설계담당 최상열, 안지용, 장명희, 정경수, 조승욱, 김도연, 이주하ㅣ시공사 
(주)국보디자인ㅣ건축주 (주)문화방송ㅣ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61ㅣ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건축선지정,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ㅣ용도 업무시설ㅣ대지면적 595.10㎡ / 180.0평ㅣ건축면적 353.40㎡ / 
106.9평ㅣ연면적 2,435.42㎡ / 736.7평ㅣ건폐율 59.38%ㅣ용적률 293.64%ㅣ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ㅣ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ㅣ주차대수 18대(옥내17, 
옥외1)ㅣ내부마감 타일, 페인트, 알루미늄 루버, 은경ㅣ외부마감 판넬, 페인트, 알루미늄샷시 창호, 알루미늄 루버, 금속 커스텀 타공패널ㅣ설계기간 2021. 02 ~ 2021. 
08ㅣ공사기간 2021. 06 ~ 2021. 10ㅣ사진 노경

건축개요 

최상열

안지용

(주)매니페스토디자인랩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주)매니페스토디자인랩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계명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명가 건축, 건원 건축, 디자인 이유, 이가 건축에서 실
무 경험을 쌓아왔다. 현재는 매니페스토디자인랩 건축사사무소의 대표 건축사로 재직
중이다. 한국건축가협회 100인의 건축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건 대학에서 건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매니페스토디자인랩을 운영했고, 현재 LG 공간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및 부문장을 역임 
중에 있다. 메가박스 리뉴얼 공간 및 브랜딩 디자인, 삼성전자 차세대 스마트 냉장고 디
자인, 삼성과 하만 AV 공간기획, 남산타워 리뉴얼 기획, 복합쇼핑몰 동춘 175 등의 프
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Red Dot, iF, IDEA 에서의 수상 경력
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건축가협회 디자인상 수상, 한국건축가협회 100인의 건축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