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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성숙 / 리모델링팀 대리     전화  02-3433-74375     E-mail sscho@ssyenc.com

당사 리모델링 사례기술정보 | 건축

쌍용건설은 업계 최초로 2000년 리모델링 전담팀을 출범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리모

델링 준공실적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준공 4개 단지인 ▷방배 예가 클래식(2007년) ▷당산 예

가 클래식(2010년) ▷도곡 예가 클래식(2011년) ▷밤섬 예가 클래식(2012년)에서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

를 바탕으로, 현재는 2021년 착공하여 일반분양을 마친 송파 더 플래티넘을 리모델링 공사중이다. 그 외 

서울, 안양, 광명시 등 다수의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당사의 공동주택 리

모델링과 호텔 리모델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1 방배 예가 클래식( 舊 궁전아파트)

방배 예가 클래식은 국내 최초로 단지 전체를 리모

델링한 아파트이다.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지하주

차장을 신설하고, 엘리베이터 지하층 연장 운행을 

위한 공동부 시공 방법(특허 제10-0803921호)의 

신 공법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며, 엘리베이터를 

지하까지 연장시켰다. 기존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

으로 변경하고, 주차 대수도 2배 이상 늘어났다. 특

히 증축한 부분은 기존 건물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식 내진 구조체 방식으로 설계해 별도 시공한 뒤 기존 

골조와 연결해 안정성을 높였다. 방배 예가 클래식은 단순히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아닌 주거환경을 새

롭게 탈바꿈해 공동주택으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그림 1] 리모델링 변경전, 공사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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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사개요

위    치 서초구 방배동776-3외 필지

규    모 12층3개동216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 공 일 2006년12월

건 폐 율 25.18%

용 적 율 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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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리모델링 후 사진

  

2.2 당산 예가 클래식( 舊 평화아파트)

영등포구에 위치한 당산 예가 클래식은 30년된 골

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하2층 주차장을 신설하

고, 리모델링 최초로 필로티를 적용하여 1개층 수

직증축을 했다. 또한 국내 아파트 최초로 벽체에 '

댐퍼(Damper)'라는 진동 흡수 장치를 매립해 진도

6.5~7.0 규모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골조를 보강

하고 특수철판으로 벽체도 보강하여 구조 안전성을 

더욱 높였다. 주차대수는 기존 대비 5배로 증가 시키고, 각 동 1층을 필로티로 띄운 공간과 지하1층에는 로

비라운지 및 세대별 락커 등 주민편의시설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3] 리모델링 변경전, 공사중 사진

   

[그림 4] 리모델링 후 사진

[표 2] 공사개요

위    치 영등포구 당산동3가559

규    모 13층 3개동 284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준 공 일 2010년 7월

건 폐 율 25.73%

용 적 율 2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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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곡 예가 클래식( 舊 동신아파트)

강남 최초의 단지 리모델링 프로젝트인 도곡 예가클

래식은 재건축 추진 중 리모델링으로 사업 전환한 

단지이다. 벽체와 기둥, 보의 양을 늘려 내진성능을 

높이는 일반적인 보강 방법 대신 모든 층의 주요 벽

체 상부와 하부에 1m2 넓이, 세로 약 1m, 두께 1.2㎝

의 철판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의 인방보에 설치되는 전단항복형 강재댐퍼 또는 휨

항복형 마찰 댐퍼를 이용한 제진 시스템 공법 (건설 신기술 제611호)을 적용 하였다. 벽체, 기둥 보강을 최

소화하면서도 안정성과 공간 활용도를 상승시킨 단지이다.

[그림 5] 리모델링 변경전, 공사중 사진

   

[그림 6] 리모델링 후 사진

2.4 밤섬 예가 클래식(舊 마포현석호수아파트)
강변 북로변에 위치한 밤섬 예가 클래식은 리모델

링을 통해 국내 최초로 2개층 수직증축을 하고 모든 

가구가 전후좌우 증축을 했다. 지상 1~2층 세대를 필

로티 구조로 바꾸며, 10층에서 12층 아파트로 탈바

꿈해 전 세대의 한강 조망이 가능해 졌다. 기존 2베

이 구조가 최대 4베이로 바뀌며 증축부 측면 가구에

는 3면 개방형 설계도 적용하였다. 증축을 위해 바

닥 마감 두께를 최소화하고 조적벽체를 경량벽체로 바꿔 건물하중을 줄이는 공법을 적용하였다. 밤섬 예

가 클래식은 우리나라 내진규준에 적합하도록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그린 리모델링 개념을 적극 도입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친환경 아파트로 탈바꿈한게 특징이다. 최근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이슈가 되는 

상황에 유일하게 준공 완료된 수직증축 사례이다. 

[표 3] 공사개요

위    치 강남구 도곡1동933외2필지

규    모 13층 5개동 384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지역지구 제 3종 일반 전용주거지역

준 공 일 2011년 5월

건 폐 율 31.27%

용 적 율 291.68%

[표 4] 공사개요

위    치 마포구 현석동 118번지

규    모 12층 1개동 90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준 공 일 2012년 12월

건 폐 율 70.43%

용 적 율 3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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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리모델링 전, 공사중 사진

  

[그림 7] 리모델링 후 사진 

  

2.5 송파 더 플래티넘(舊 오금아남아파트)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송파 더 플래티넘은 

기존 299세대에 29세대를 일반분양하여 총 328세

대로 리모델링 진행중이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최초로 HUG보증을 승인 받았으며, 일반분양 청약

에서는 7만5000여명이 몰리며 2,599:1의 높은 청

약을 기록하였다. 2012년 리모델링 사업에서 가구 

수를 늘리는 게 허용된 이후 일반분양의 첫 사례이

기도 하다. 당사는 최근 ‘기존 파일 지지력 확인을 위한 기존골조를 이용한 시험 공법’을 업계 최초로 개발

해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현장에 적용 하였다. 이 공법은 기존 공법 대비 비용과 기간을 절반 이상 감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기존 아파트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공사기간과 공사비까지 절약해 주는 일석 삼조

의 효과까지 얻었다. 또한 내진 설계는 물론, 두 가구가 거주 할 수 있는 세대분리형 평면을 도입하며 단지 

고급화를 적용했다. 송파 더 플래티넘은 업계 최고의 리모델링 실적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송파구의 새로

운 랜드마크로 완성 될 예정이다.

[그림 8] 리모델링 전, 공사중 사진

   

[표 5] 공사개요

위    치 송파구 오금동 67번지외 2

규    모 15~16층 2개동 328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 공 일 2023년 12월예정

건 폐 율 38.08%

용 적 율 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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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리모델링 후 사진

3.1 반얀트리 클럽 & 스파서울

1969년 개관한 서울 남산타워 호텔은 우리 나라 근

대 건축의 대표적인 건축가인 故 김수근 선생의 작

품이다. 이 기념비적 건물은 3년간의 리모델링 공

사를 거쳐 세계 최고의 럭셔리 리조트 호텔인 ‘서울 

반얀트리(Banyan Tree) 클럽&호텔’로 새롭게 태어

났다. 기존의 호텔 외관을 최대한 유지하여 건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호텔의 내부는 객

실당 면적이 최대 537㎡ 증가하며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 스위트급 34개의 객실에는 8∼22㎡ 규모의 

미니 풀이 설치되었으며, 특히 최상층 2개층에 단 2실 뿐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은 남산과 서울 야경을 

180도로 즐길 수 있는 복층의 최고급 공간으로 꾸며졌다.  당사는 서울 반얀트리(Banyan Tree) 클럽&호

텔을 통해 국내 리모델링 최다 준공실적 타이틀에 걸맞는 시공능력과 동시에 기존 건축물이 가진 가치를 

유지하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기술력을 증명하였다.

[그림 10]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공사중 사진         [그림 11] 리모델링 후 사진

     

[표 6] 공사개요

위    치 서울 중구 

준 공 일 2010.06

연 면 적  25,992㎡ (7,863평)

규    모 50객실 

03
호텔 리모델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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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은 개장 기준 국내에서 가

장 오래된 민영 호텔이다. 1955년 객실 19개 규모의 

금수장으로 시작해 수차례 증축 및 리모델링을 거쳐 

고급 호텔로 거듭났다.

당사는 2001년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 한 후 약 20

년만에 다시 새롭게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풀만 리모델링을 진행하였다. 고급건축 시공실적 1위 명성에 

맞게 쌍용건설의 기술력으로 호텔 내부 인테리어 및 기계 전기장비 등을 전면 교체 하였다. 화려한 캐노

피 구조를 갖춘 서울의 상징적인 호텔로 탈바꿈 하며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에서도 성공 신화를 만들었다.

[그림12]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공사중 사진

   

[그림 13] 리모델링 후 사진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서도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어나며,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다. 낡은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재건축과 같지만 사업 방식과 공사 방식에 

차이가 있다.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물을 유지한 채 새로운 건물을 지어내야 하므로 기존 신축공사에 비해 

더 많은 노력과 경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당사는 2000년 건설업계 처음으로 리모델링 전담팀을 

꾸려 독보적인 기술력과 체계적인 사업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리모델링 준공 실적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차별화된 공법을 제시하여, 리모델링 리더의 자리를 더욱 공

고히 할 것이다.

[표 7] 공사개요

위    치 서울 중구 동호로 287 

준 공 일 2021.12

연 면 적 32,899㎡ / 9,952평

규    모 269객실, 레지던스49객실 

0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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