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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프리미엄급 빌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사옥

서울 도심 경희궁 인근 종로구 신문로2가에 위치한 ‘마이다스에셋

자산운용 사옥’은 연면적 1,330평의 소규모 프로젝트이지만 서울 사

대문 최중심에 들어선 프리미엄급 건축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발주처는 기존 사옥의 협소한 업무 공간과 회의실 및 편의시설 부

족 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마이다스에셋자산

운용의 CAMPUS 설립’을 Keyword로 신사옥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이 현장은 ‘서울시 문화재 시굴조사 대상지역’인 옛 경희궁 터에 위

치해 본공사 착공 전부터 발굴조사와 문화재 현상변경 심사 등 8

개월에 걸친 문화재 관련 심의 및 건축 인허가 승인을 진행해야 했

습니다. 이에 현장에서는 빠른 착공을 위해 문화재 심의와 착공허

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건축 인허가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

력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는 최초 설계안 대비 2개 층을 증설하고 지하 기계식 

주차장 신설했으며, 층별 LAYOUT에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했

습니다. 

또한 내부 마감수준도 고급화하는 등 발주처의 Needs를 적극 반

영했습니다. 

특히 1층 전면부에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위한 북카페와 개별 회의

실을 배치하는 등 회의실을 늘리는 데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또한, 헬스장과 직원식당, 외부 및 옥상정원 등 직원들을 위한 복

지/편의시설의 비율을 사무공간 대비 66 : 34 수준으로 대폭 확대

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 현장은 좌측면에 경찰청장 관사와 언론사 본사가 위치하고, 전

면에 대기업 회장 자택, 우측면에 유명 음식점 등 공사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한 민원 요소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또한 전면 6M 일방

통행도로 외에는 진입로가 없어, 콘크리트 타설 및 자재 반입/반출 

등을 위한 인허가와 현장 주변 교통 통제에 매우 어려움이 많았던 

현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품질의 빌딩을 완성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사옥이 쌍용건설

의 도심지 소규모 고품질 빌딩의 주요 실적으로서 향후 유사 분야

의 수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개요  

•공 사 명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사옥 건립공사

•공사금액 : 약 170억원 (미화 1,410만 달러)

•공사기간 : 2017. 09. ~ 2019. 04. (19개월)

•공사내용 : 1개동, 지하 2층 ~ 지상 7층

•현장위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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