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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플러스 THE PLUS + 아름다운 건축상

레노베이션, 신선한 변화를 일으키는 도심속의 재생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주변을 포함한 내·외부에 긍정적이고 신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기존 건축물에 부
여하여야 한다. 본 프로젝트는 건물 전체가 반려동물 케어센터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건물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 것에
서부터 시작하였다.

한정된 예산안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며 신선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의 가장 큰 이슈였다. 이
에 대한 고민으로 최소한의 철거를 통해 내부와 내부를 연결하고, 기존 입면위에 새로운 입면을 더하여 내·외부를 연
결하는 방법을 그 해답으로 찾고자 하였다.

새로운 공간에는 국내 최초로 런칭하는 반려
동물 건강검진 센터를 비롯해 데이케어 호텔
링, 교육, 미용시설 등이 담겨졌다. 각각의 프
로그램 성격에 맞게 내부 조적벽체는 모두 
철거하였지만 구조벽체의 경우, 새로 계획되
는 개구부정도만 최소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
행됐다. 뿐만아니라 기존 외부마감재를 유지
하고 그 위에 백색 타공판 파사드를 더블스
킨의 방식으로 감싸주어 여러시설이 하나의 
깨끗한 볼륨으로 보여지길 의도했다. 각층의 
내부와 외부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
데, 1층의 경우 라운지와 연계되어 반려동물
과 반려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잔디공간을 
계획하였고, 4층엔 야외교육이 가능하도록 
루프탑 공간을 마련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

우리는 레노베이션을 통해 외부 재료와 형태
만 바뀐 것이 아니라 건축물에 정체성을 부
여하여 주변 풍경에 신선한 변화를 일으키는 도심속의 재생을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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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THE PLUS +ㅣ설계사 빌사남X더플레이스 건축사사무소ㅣ설계담당 김준석, 윤대경ㅣ시공사 (주)경동하우징ㅣ건축주 주식회사 
더제이유ㅣ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5-29ㅣ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ㅣ용도 근린생활시설ㅣ대지면적 534.20㎡  / 
161.60평ㅣ건축면적 254.99㎡ / 77.13평ㅣ연면적 1,073.54㎡ / 324.75평ㅣ건폐율 47.73% ㅣ용적률 144.99%ㅣ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ㅣ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ㅣ주차대수 9대ㅣ내부마감 수성페인트 마감ㅣ외부마감 알루미늄 스크린(타공판), 스타코 뿜칠ㅣ설계기간 2020. 
11 ~ 2021. 02ㅣ공사기간 2021. 07 ~ 2021. 12ㅣ사진 박영채

건축개요 

건축물 변경을 최소화하고 전체 임대를 통한 
이용 및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계획

1. Space + Space
층별 구조 철거 및 보강 최소화 계획

2. Facade + Facade
기존마감재를 유지하여 변경을 최소화하고 
더블스킨계획으로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

3. Interior + Interior
층별 사용성을 고려한 외부공간계획

01_작품설명서 및 컨셉 김준석
빌사남X더플레이스 건축사사무소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후 하우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및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등 대형 설계사무소에서 경력을 쌓았다. 함께 만들어가는 건축물과 공간이 각각의 고
유한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020년 빌사남X더플레이스 건축사사무소를 설
립하여 근린생활시설 리모델링 및 신축을 주력으로 설계하며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