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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이경식

사업 분야 부동산 개발컨설팅, 상업시설 MD Plan, 상환경 디자인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 26길 21 소소헌 빌딩 4층

대표전화 02) 525-1154      /    FAX. 02-6021-0432

마케팅 컨설팅

분양마케팅 제안

임대 대행 및

임차 대행 서비스

해당 부동산

적정가격 도출

개발 컨설팅

개발환경분석

사업성 분석

매입 및 매각 분석

적정규모 산출

개발사례 분석

MD 컨설팅

MD Strategy

MD Concept

주요 Target 분석

MD Zoning Plan

Tenant Tapping

상환경 컨설팅

주요 동선 검토

Shop Layout 검토

상환경 Theme 설정

Design Concept

상환경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부동산 종합 컨설팅 수행

PLACE Profile

개발기획부터 단계별 컨설팅, End-User 유치에 이르는 부동산 개발 全 단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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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부동산개발사업의 선진화 지원

부동산 개발사업과 유통업의 선순환 시너지 창출

시장창출형 신규사업모델의 개발

부동산 개발사업 서비스 비즈니스의 New Paradigm 구축
부동산개발사업의 단계별 Process를 전방위로 지원하는 통합적 서비스인프라 구축

▶ consulting / research / tenant leasing / operation / marketing / brokerage

시행, 설계, 시공, 분양, 운영, 유통, 금융사간의 네트워크 시너지 창출

영세자본의 투기성 개발사업 지양

중장기적 수익모델 기반의 금융서비스 지원

자산유동화를 통한 소액다수 투자자의 유치 가능성 확보

개발이익과 영업이익의 조화

집객 / 수익 시설의 최적 조합

입지 / 수요 / 시장환경 / 트랜드에 특화된 마스터플랜

빌딩 프렌차이즈 사업 ▶ 입지 / 용도별 prototype 개발

부동산 Restoration ▶ 용도변경 / 건축 / management

Retail franchise ▶ 국내 미진출 리테일러 런칭 / 신업태의 개발

Creative Place-Makers

Sustainable Real Estate Development

Real Estate Development Total Solution

Trend-Sector who Leading a Changes 

Process & Co-work System of Optimum 

Vision in PLACE



Ⅰ Vision in PLACE

Ⅱ Business in PLACE

III Overview in PLACE

1  부동산 개발 컨설팅

2  부동산 상품 기획

3  부동산 디자인 계획

Business in PLACE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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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입지분석, 시장분석 등을 통한 Project의 사업성 진단과 사업 Concept 설정으로 최 유효 이용방안 수립

Benchmarking과 Case Study를 통한 최적의 MD Plan제공을 통한 타당성 있는 최적의 수익모델 제안

시행, 금융, 세무, 건축, 설계, 인테리어, 분양, 임대 등 관련분야 전문가 군과 Co-work를 통한 종합적 분석 제안

개발환경 분석

Client Requirement 숙지

입지 및 공간구조 분석

인문사회 환경 분석

상권분석

거시적 수요추정

환경 종합분석

사례분석

Case Study

(MD, 수익성, 건축, 인테리어 등)

사업대상지와 비교 검토

및 개발방향 도출

Key Tenant 입점 의향 확인

(필요 시 LOI접수)

MD Plan

개발환경분석 및 사례분석 Review

Positioning 및 Target 설정

개발 Concept 

MD Stacking

Zone별 MD 및 세부 MD

Anchor Tenant의 예시

후보업종 및 Brand 예시

사업성 분석

평가 재무모델 설정

인근지역 및 유사사례 임대 및 분양

가 조사

적정임대가 및 분양가 도출

Cash Flow를 통한 손익분석

개발 타당성 여부 제안

부동산 개발 Process

1 부동산 개발 컨설팅

Business in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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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테넌트
MD 예시 Code book

MD Stacking
MD plan & image

주요 개발 테넌트

MD 전략
MD Mix Program
MD 전개방향

Concept

개발목표

개발전략

Review
개발환경분석 결과로 도출된 전략적 시사점과 상업시설의 트렌드 등 현재 및 향후 마켓 흐름 파악

(설계 동시 진행 시: 설계사와 co-work. 설계상 불합리한 수직/수평 동선, 앵커시설 위치 등 상업적 측면에서의 필수적인 건축 요소 제안)

개발환경 분석과 Review를 통하여 상업시설의 성공적인 개발 모델 및 방향성 설정

사이트의 구체적 개발 계획과 마케팅 활동 전개를 위한 타겟 설정

(시설의 개발 방향에 따라 몰의 타입 설정→ 상권분석과 개발 시설 유형에 따라 메인 타겟과 서브 타겟 설정)

Site의 개발 방향을 전제로 개발 컨셉 도출

(상권분석, 트렌드, 타겟, 포지셔닝 등 앞서 분석된 factor을 고려, 시설활성화 및 향후 성공적 공간마케팅 전략을 위한 테마/컨셉 설정)

개발 목표와 컨셉에 부합하는 상업시설 계획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 수립

마케팅의 기초인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관련된 개발 이념, 시설의 기능 등을 포함한 토탈 전략 구축

(MD 전략, 경쟁시설과의 차별화 전략, 시설 기능전략 등)

규모에 관계없이 차별화된 컨셉의 시설이나 앵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테넌트 제안

(국내/국외에 진행중인 테넌트 및 테마에 맞는 상품군으로 구성한 신업태 계획 등 새롭고 다양한 차별화 시설 개발)

MD 컨셉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층별 컨셉, 존별 컨셉 설정하고 하드웨어적 컨디션 분석하여 층별, 시설별 위치 설정 및 층별

존별 이미지 결정

(설계 상 수직동선의 위치, 수평동선의 회유성을 고려하여 앵커테넌트 및 업종의 위치 설정)

앞서 제안된 개발 방향, 컨셉 및 배치를 고려하여 도입 가능한 국내, 국외의 예시 브랜드 정리

(각 테넌트별 컨셉, 타겟 등 세부 요소 고려하여 계획 시설의 컨셉에 부합하는 테넌트 선별하여 정리)

2 부동산 상품 기획

Business in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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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환경분석

시장환경분석

Case Study

주요 동선 검토

Shop Layout 검토

개발 Concept 및 전략 검토

MD Zoning Plan 검토

상환경 Image Target 설정

상환경 Positioning 설정

상환경 Theme 설정(스트리트,상가)

Design Concept(스트리트,상가)

Design Image(스트리트,상가)

Zone별 Theme 설정

Phase-1 Concept Design

3 부동산 디자인 계획

Business in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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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스트리트 Façade Design Plan

외부 스트리트 FFE Design

외부 스트리트 투시도

상업시설 외부 Façade Design

각층 Floor Plan

각층 Ceiling Plan

주요 부분 투시도

주요 마감보드

FFE(Furniture Fixture Equipment)

SIGN Design

Phase-2 Schematic Design

3 부동산 디자인 계획

Business in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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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이란 합목적성 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입지적 특성과 수요자들의 니즈, 장기적인 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최적의 이용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라 확신합니다.

부동산에 생명을 불어 넣는 것은 장소성(place identity) 이라 여깁니다.

부동산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최고의 효용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장소성”의 의미이고

그 무엇에도 양보되어서는 안 되는 개발사업의 원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개발사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토털 솔루션 을 제공하고 핵심역량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가며

프로젝트 참여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자 합니다.

다년간에 걸친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실전 MD와 객관적이며 합목적적인 타당성 분석 을 제공하여

클라이언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최소의 리스크와 최대의 수익성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명예를 성취하고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1

2

3

4

상업시설 개발 전 단계를 지원하는 토털 솔루션 제공

PLACE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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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만의 검증된 DB와 Logic을 활용한 정확한 Market Research

다수의 Tenant 유치 및 관리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MD Plan

단계별 전문 기관(리서치/ 설계/ 상 환경/ 분양)과의 Co-Work 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현실적인 사업 전략 수립(사업수지분석/ 테넌트 유치) 을 통한 최상의 수익모델 제안

1
2

3
4

검증된 DB와 경험을 통한 최상의 수익모델 제안

Pre Design Concept Design Schematic Design

Design Develoment

Construction Document

개발 Concept 개발방향 & 전략확정

Space Program Space Program 확정 Merchandise Plan

Zoning Plan

Place Making Plan

Case Study개발환경분석

상업환경분석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Market & Consumer
Research

Financial
Feasibility Study

Business
Feasibility Study

Business Plan

Marketing Plan

Tenant Leasing Plan

Business Plan

PLACE Overview



13

※ 현재 진행 中※ 현재 진행 中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MD 및 상환경 컨설팅 수행 Know-how 활용

하남 2BL 한스에비뉴 MD 및 상환경부산 센텀시티 센텀원 MD 및 상환경 광교 어뮤즈스퀘어 MD 및 상환경

광주상설시장 주상복합 판매시설 MD 서교자이 West Valley 복합상가 개발전주 SK리더스 뷰 판매시설 MD

위례 한화오벨리스크 상업시설 상환경 엠코 이노시티 MD 및 상 환경 광교 D3블록 판매시설 MD Plan

PLACE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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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도심 센텀시티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복합개발부지의

상업시설 활성화 계획 수립(일본 세가사미 발주)

개발환경분석/ 개발대안 검토/ 개발전략/ 개발방향수립/ 사업성

분석

대지면적 9,911㎡ /  2,998평

연면적 144,122㎡ / 43,596평

시설구성 숙박시설/ 판매시설/ 부대시설

수행년도 2015년

부산 센텀원 복합 개발 MD 및 상 환경(1,2차) 광교 C2BL 주상복합 상업시설 MD 및 상 환경

대지면적 84,479㎡ /  25,555 평

연면적 92,807㎡ / 28,074평(판매시설 면적)

시설구성 공동주택/ 판매시설/ 오피스텔

수행년도 2015년

Portfolio in PLACE  MD 및 상환경

광교신도시 광교 호수공원 변 연접하여 위치한 상업시설의 활성화

를 위한 개발 방향 수립

개발환경분석, 기존 계획안 검토/ MD Plan / 상 환경 기본 계획

(Concept/ Exterior & Interior Design/ Floor/ Shop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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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 2BL 판매시설 MD 및 상 환경 계획 하남 미사 중상 14BL 판매시설 MD Plan

대지면적 10,034 ㎡ /  3,035평

연면적 17,065 ㎡ / 5,162 평

시설구성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수행년도 2015년

대지면적 4,581 ㎡ /  1,385 평

연면적 8,415 ㎡ /  2,545평

시설구성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수행년도 2015년

Portfolio in PLACE  MD 및 상환경

하남 미사지구 중심상업용지에 위치한 오피스텔 하단 판매시설의

분양성 향상을 위한 개발 방향 수립

개발환경분석/ 기 계획안 검토/ MD Plan/ 상 환경 계획(Exterior    

Floor, Core, Elevator, Event Deck, Façade Gate Design)

하남 미사지구 미사역과 연결된 오피스텔 하단 판매시설의 분양성

향상을 위한 개발 방향 수립

개발환경분석/ Case Study/ MD Plan/ Design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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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13,517㎡ /  4,089평

연면적 88,156㎡ /  26,667평

시설구성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수행년도 2014년

위례 업무지구 24BL 복합시설 상 환경 수립

대지면적 50,957㎡ /  15,414평

연면적 153,799㎡ /  46,524평

시설구성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수행년도 2014년

광교신도시 D3블록 판매시설 MD Plan

Portfolio in PLACE  MD 및 상환경

위례신도시 광장에 면한 입지적 장점 부각과 특화된 상 환경 계획을 통한 분양성

향상 전략 도출

개발환경분석/ 상 환경 CASE STUDY/ MD 및 상 환경 개발방향

상 환경 기본계획 수립(각 층 Floor, Celling 계획 및 투시도)

상 환경 기본설계/ 상 환경 실시설계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인 광교호수공원 중심부에 위치한 D3 주상

복합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향 수립

개발환경분석/ 시장환경분석/ CASE STUDY/ 계획안 검토

MD Plan/ 상 환경 계획



17

대지면적 10,588㎡ /  3,204평

연면적 78,082㎡ /  18,486평

시설구성 공동주택/ 판매시설

수행년도 2014년

전주 효자동 SK리더스 뷰 상업시설 MD Plan 광주상설시장 주상복합 판매시설 MD Plan

대지면적 29,824㎡ /  9,021평

연면적 81,009㎡ /  24,505평

시설구성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수행년도 2014년

Portfolio in PLACE  MD 및 상환경

전주 신시가지 주상복합 하단 판매시설의 분양성 향상을

위한 MD 전략 수립

개발환경분석/시장환경분석/ 기 계획안 검토/ MD Plan

적정 임대가 산정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구역 내 최초 공급되는 주상복합으로

판매 및 근생시설의 분양 향상을 위한 개발방향 수립

개발환경분석/ 상권분석/ CASE STUDY/기 계획안 검토

MD Plan/ 적정 임대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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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 자이 West Valley 복합상가 개발

대지면적 26,427㎡ /   7,994평

연면적 294,613㎡ /  89,120평

시설구성 공동주택/ 판매시설

수행년도 2009년

프레미어스 엠코 상업시설 MD 및 상 환경 수립

대지면적 18,132㎡ / 5,485평

연면적 232,942㎡ /  70,465평

시설구성 주거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수행년도 2010년

Portfolio in PLACE  MD 및 상환경

상봉동상업지구중심에위치한주상복합시설활성화를위한개발방향수립

개발환경분석/ 상권분석/ MD Plan/ 임대가, 분양가 산정/ 사업성 검토

상 환경 Concept 및 기본계획 수립/ 운영관리 Master Plan

합정역과 연결된 주상복합으로 Lifestyle 제안 형 컨셉을 통한

상업시설 전체 활성화 방안 도모

개발환경분석/ 상권분석/ MD Plan / 적정 임대가, 분앙가 산정

상 환경 개선 방안/ 분양, 임대 마케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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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 보령제약부지 복합시설 개발 계획 수립 이문동 재촉지구 제3구역 개발 계획 수립

대지면적 92,254㎡ /  27,907평

연면적 127,746㎡ /  38,643평

시설구성 업무시설/ 판매시설

수행년도 2012년

대지면적 100,652㎡ /   30,447평

연면적 442,944㎡ /  133,989평

시설구성 주거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수행년도 2012년

Portfolio in PLACE  Master Plan

금정역 보령제약부지에 대한 심화분석을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여건분석/ 시장환경분석 및 적정규모검토

기 계획안 검토/ 개발대안 설정/ MD Plan/ 사업성 분석/ 관리처분 및

재원조달계획/ 마케팅 및 리스크 관리계획

이문동 외대앞역 주변에 대한 심화분석을 통해 최적의 개발 대안 도출

개발환경분석/ Case Study/ 적정 규모검토/ MD Plan / 적정 임대

분양가 산정/ 사업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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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32,022㎡ /  9,687평

연면적 379,349㎡ /  114,753평

시설구성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수행년도 2010년

롯데 칠성 강남부지 개발 마스터 플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회관 활용방안 수립

대지면적 10,142㎡ / 3,647평

연면적 142,163㎡ /  43,004평

시설구성 주거시설(오피스텔)/업무(오피스)/ 판매 및문화시설

수행년도 2012년

Portfolio in PLACE  Master Plan

여의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회관의 재건축에 대한 최적의

마스터플랜 방향 수립

개발환경분석/ 상권분석/ 적정규모 검토/ MD Plan/ 적정 가격 분석

강남 역세권에 새롭게 조성되는 업무와 문화 그리고 상업시설이

균형을 이루는 복합문화공간 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

개발환경분석/ 시장환경분석/ MD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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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교정시설 PF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

대지면적 100,652㎡ /   30,447평

연면적 442,944㎡ /  133,989평

시설구성 주거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수행년도 2010년

김해 장유 롯데 관광 유통 단지 마스터 플랜 수립

대지면적 876,037㎡ /   30,447평

연면적 648,002㎡ /  196,020평

시설구성 주거시설/ 판매시설(아울렛, 쇼핑몰 등)/영상테마파크

수행년도 2010년

Portfolio in PLACE  Master Plan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심화분석을 통해 최적의 수익창출이 가능한

마스터 플랜 수립

개발환경분석/ Case Study 통한 적정 도입규모 분석/ MD Plan

적정 임대, 분양가 산정/ 사업 타당성 분석

대규모 사업부지에 대한 심화분석을 통해 최적의 개발 대안 도출

관광과 쇼핑 컨텐츠 결합의 쇼핑 리조트 타운, compact city 개발

개발환경분석/ Case Study 통한 적정 도입규모 분석/ MD Plan

적정 임대, 분양가 산정/ 사업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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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MD 전략 수립

위치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영업면적 14,850㎡ / 4,500평(면세점 면적)

시설구성 판매시설(면세점, 쇼핑몰)/ 업무시설/ 숙박시설

수행년도 2015년

위치 서울시 중구 소공동 1번지

영업면적 13,368㎡ / 4,044평(면세점면적) + 14층

시설구성 판매시설(면세점, 백화점,쇼핑몰)/ 숙박시설/ 업무시설

수행년도 2015년(리뉴얼)/ 2016년(14층 공간확장)

롯데면세점 본점 MD 전략 및 공간활용방안 수립

Portfolio in PLACE   이 외 프로젝트

롯데면세점 본점 12층 확장을 통한 전층 리뉴얼과 14층 확장에 따른 최적화 공간 구현

및 적정 층별 MD 구성

본점 현황 분석/ MD 전략/MD 방향/ Identity Concept 수립

동·층별 Concept 수립/ MD Zoning Plan / 운영관리 방안

이용객 서비스 시설 및 공간 계획

롯데면세점 에비뉴엘동 적정성 검토 및 타워동 확장에 따른

월드타워점 효율적인 MD 리뉴얼 계획 수립

에비뉴엘동 면세점 현황 분석/ 개발방향/ Identity Concept 수립

타워동을 포함한 동·층별 Concept 수립/ MD Zoning Plan

운영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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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3기 식음료사업권 구성 검토

대지면적 514,910㎡ / 150,000평(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면적)

연면적 11,262㎡ / 3,406평

시설구성 여객터미널/ 탑승동 식음료시설

수행년도 2014년

대지면적 514,910㎡ / 150,000평(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면적)

연면적 15,611㎡ / 4,722평

시설구성 여객터미널/ 탑승동 면세점 상업시설

수행년도 2014년

인천국제공항 제3기 면세사업권 수익증대방안 검토

제3기 면세사업권 효율적인 구성을 위한 A/S지역 혼잡도 분석

및 전체적인 상업시설 배치 안 검토∙제안

1터미널 A/S 지역 현황 및 혼잡도 분석/ 증축 가능 위치 및 형태

분석/ 층별 활용 용도 및 확장 불가시 대안 제시

2터미널 A/S 지역 상업시설 배치 안 적정성 검토

2기 식음료사업권 환경분석을 통한 최적의 사업권 재구성 방안

검토 및 효율적인 MD 구성 방안 수립

식음료 사업권 현황/ 이용객/ 식음료 시장현황 분석/ MD Plan

사업권 운영 관리방안/ 신규사업자 선정 방안/ 표준제안요청서 (RFP)작성

Portfolio in PLACE   이 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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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194,700㎡ /  58,896평

연면적 313,614㎡ /  94,868평

시설구성 판매시설(백화점, 쇼핑몰, 마트)/문화시설/ 숙박시설

수행년도 2011년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마케팅 컨설팅 용역

대지면적 84,507㎡ /  25,563평

연면적 428,562㎡ /  129,640평

시설구성 판매시설(백화점, 쇼핑몰)/업무 및 문화시설/숙박시설

수행년도 2013년

롯데몰 송도 개발사업 MP추정 용역

송도 롯데몰의 개발환경 및 미래상권의 성격 및 변화 분석

시장 잠재력 파악 및 경쟁상업시설 객관적인 데이터 구축

미래시장 변화 감안한 시설 별(백화점+몰, 대형마트, 호텔, 오피스텔)

적정 MP 추정

각 시설 별 효율적인 개발 전략 및 방안 도출

복합쇼핑몰 내 포함된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의 오픈 일정을 고려

한 마케팅 전략 수립

개발환경분석/ 시장환경분석/마켓 리서치/ 복합쇼핑몰 마케팅

방안 제안

Portfolio in PLACE   이 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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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현대화 1단계시설 적정 임대료 산출 용역

대지면적 전체 543,451㎡ /  164,394평

연면적 1단계 210,958㎡ /  63,815평

시설구성 판매시설/ 업무시설

수행년도 2014년

대지면적 전체 543,451㎡ /  164,394평

연면적 1단계 210,958㎡ /  63,815평

시설구성 판매시설/ 업무시설

수행년도 2013년

가락시장 현대화 1단계시설 MD컨설팅 연구용역

Portfolio in PLACE   이 외 프로젝트

인접상권/주요 복합쇼핑몰/인근 지하상가 대비 기준 임대가 산정

입증된 다양한 방법론을 통한 상업시설로서의 적정 임대가 도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1단계 시설로서 임대상인 이전 재배치 및

신규 MD 도입을 통한 명소화 및 활성화 도모

시설 구성/ 이전실행 계획 설정/ 업종별 임대 방법 및 기간 조정

교통, 물류, 가공, 주차 등의 원활한 물류 흐름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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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위치 규모(㎡ ) 발주처 비고

서울영업소 개발방안 검토용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대지면적 110,315 한국도로공사

서교 자이 ‘West Valley’ 
복합상가 개발

마포구 합정동 418-1번지 일대 연면적 294,613
㈜ GS건설

㈜ 세진 메이저
㈜GS건설

서초동/방배동 근린생활시설
Prototype 제안 및 임대유치

(오피스+상가)

서초구 서초동 1694-25번지

서초구 방배동 755-4번지

연면적 3,592

연면적 870  
㈜ 삼하건축사사무소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본계획보완 및 1단계사업

MD 연구용역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연면적 281,179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제안서공모

우선협상자 당
선

인천 서구 신축 종합의료시설 및 실버타운
내 수익시설 개발 마스터 플랜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91번지 연면적 108,971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A1 건립공사 T.K 공모

경기도 파주시 와동리 599 일원 연면적 28,485 ㈜ 원양종합건축사사무소
제안서공모당

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설계경기 현상공모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 연면적 279,275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제안서공모 당

선

남양주 도농지구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개발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95-16 일원 연면적 2,393.96 동부건설㈜

2009

Portfolio in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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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위치 규모(㎡ ) 발주처 비고

도화구역 복합단지 개발 PF사업
상업시설 개발방향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연면적 460,000 ㈜ 코로나개발

여의도 전경련회관 신축사업
수익시설 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번지 일원 연면적 164,725 전국 경제인 연합회

2014AG 가경기 지명초청설계경기
2015현상공모

(문학/송림경기장)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515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1-16번지일원

연면적 18,446
연면적 24,768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제안서

공모 당선

경인아라뱃길 여객터미널
운영사 선정 공모

경인아라뱃길 인천, 김포 터미널 여객터미널: 7,802 반석 PMC 공모 당선

영등포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PF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

구로구 고척동 100 일원 연면적 442,944 ㈜ 비채누리

인천 마블 테마파크 부속시설

MD Plan 수립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73번지 연면적 98,961 싸이더스콘㈜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프레미어스 엠코 상업시설 개발

MD 및 상 환경 계획
중랑구 상봉동 73-10번지 일원 연면적 232,942 ㈜ 엠코

롯데칠성 강남부지 개발 마스터 플랜 서초구 서초동 1322-1외24필지 연면적379,349 ㈜롯데자산개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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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위치 규모(㎡ ) 발주처

이문동 재촉지구 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상업시설 개발방향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대
연면적 127,746

(*판매시설, 업무시설)
㈜MAI 건축사 사무소

춘천 약사 재정비 촉진지구 9구역
상업시설 개발전략 수립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6번지 일원 공급면적 약 66,550 ㈜한원개발

부산대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655-9번지 일원 연면적 266,086 스타트 84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운동장

수영장 및 혜화문 일대

수익시설 개발기획

서울시 중구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운동장-수영
장, 혜화문 부지

연면적 99,745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고려대 첨단의학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번지 외 32필지 공급면적 8,421 정림건축

김해 장유 롯데 관광 유통 단지 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
경남 김해 장유면 신문리 일원 75-5번지 일원 연면적 648,002 ㈜롯데자산개발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마케팅 컨설팅
서울 강서구 방화동 712-1번지 일원 연면적 313,614 롯데쇼핑

인천대교 부속시설

관광 복합 휴게소 개발 기본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연면적 22,744 인천대교(주)

수원 KCC부지
상업시설 개발 사업환경 분석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원 연면적 213,515 ㈜JEDI / (주)KCC

판교 알파돔시티
상 환경 변경 검토 및 적정 가격 분석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1중심상
업용지

연면적 1,227,730 알파돔시티 자산관리(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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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위치 규모(㎡ ) 발주처 비고

여의도 MBC방송센터 부지 개발사업
수익시설 개발 설계 현상공모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MBC방송센터 부지 연면적 198,470~250,239 정림건축

판교 복합쇼핑몰(현대백화점)

지명현상공모 MD 컨설팅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1
중심상업용지 7-2블럭

연면적 232,771 (주)간삼건축

영등포 뉴타운 지하상가 임대유치
영등포 뉴타운 지하상가 상업시설

영등포시장 로타리일대 지하공간개발
연면적 9,220 ㈜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

목동 CBS 사옥부지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1 연면적 68,622 (재)CBS 기독교방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회관 활용방안 수립 연구 용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연면적 142,1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해안고속도로 목감 복합휴게시설 개발

민자유치 사업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목감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331.3km)
연면적 8,037

SK에너지(주)

(주)이가종합건축

제안서

공모당선

군포 금정역 보령제약 부지 개발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군포시 금정동 689번지 일원 212,523
(주)엘아케이리얼티

(보령자산개발 자회사)

보문 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MD PLAN 수립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번지 일대 45,203 보문5구역 재개발조합

정부출연 연구기관 세종시 임차청사 건립
T.K 공모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일원 116,780 정림건축
제안서

공모당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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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위치 규모(㎡ ) 발주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1단계 시설
MD컨설팅 연구용역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번지 1단계 210,958 서울시 농수산 식품공사

인천터미널 상업시설 복합개발

마켓조사 용역
인천시 남구 관교동 15번지 대지면적 137,891 셈바(SEMBA)

롯데몰 송도 개발사업 MP추정 용역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A1 428,562 롯데자산개발

문정동 특별계획구역 6구역 개발사업

MD 플랜 수립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16-1 일원 161,937 CLK

광명디자인 클러스터 복합시설

MD 플랜 수립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도시지원시설 1부지 278,348 CCR Pacific

시흥 본선 상공형 휴게시설 개발

마켓조사 용역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산 15-1번지 일원 16,672 셈바(SEMBA)

동대문 패션 TV 임대유치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21-31, 20-2, 21-23,
서울시 중구 광희동1가 182-1 동대문패션티브이

임대면적 2,640 케이티 에스테이트

한양프라자 군자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5 27,631 ㈜코리아에셋매니지먼트

한양프라자 부산교대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29-5 14,010 ㈜코리아에셋매니지먼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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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위치 규모(㎡ ) 발주처 비고

문정동 특별계획구역 7구역 개발사업

MD 플랜 수립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16-1 일원 연면적 162,167 ㎡ CLK

부산 자갈치 복합상업시설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6가 10번지 외 12필지 연면적 24,500 ㎡ 씨에스실업

동해남부선 미포~舊송정역 구간
개발사업 제안공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299-20 일원 연면적 146,960 ㎡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모당선

인천공항 제3기 면세사업권 구성 및

수익증대방안 검토 용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15,653㎡

(*면세 매장면적)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제3기 식음료사업권 구성 검토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11,262㎡

(*식음료 매장면적)
인천국제공항공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1단계 시설
적정 임대료 산출용역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번지 1단계 210,937㎡ 서울시 농수산 식품공사

광교 D3블록 주상복합 판매시설

MD Plan
수원시 영통구 하동 1201번지 연면적 153,799 ㎡ 현대 엔지니어링

위례 업무지구 24BL 상 환경 계획 수립 서울시 위례신도시 업무지구 24BL 연면적 88,155 ㎡ 한산DMC

전주 SK 리더스뷰 상업시설 MD Plan 전주시 효자동 2가 1157-4번지 연면적 78,082 ㎡ SK건설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구역내 주상복합

근생 및 판매시설 MD 컨설팅 용역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38-3번지 연면적 19,721㎡ ㈜ 영화건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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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위치 규모(㎡ ) 발주처 비고

부산 센텀시티 호텔 콤플렉스

MD 및 상 환경 용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02번지 연면적 144,122㎡ ㈜ SEGA SAMMY BUSAN

울산 KTX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남면 신화리 94-3일원 연면적 197,217㎡ ㈜ 롯데쇼핑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MD 전략 수립 용역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월드타워점 7/8층

타워동 8/9층
㈜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울산역 KTX 역세권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 수립용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남면 신화리 94-3일원 부지면적 75,000㎡ 울산도시공사

최초제안
인정

롯데면세점 본점

MD 전략 수립 용역
서울시 중구 소공동 1 롯데백화점 본점 9/10/11층 ㈜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광교 C2BL 주상복합 상업시설 MD 및

상 환경 계획 수립 용역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
C2 블록

연면적 92,807㎡

(판매시설)
㈜프런티어 마루

하남 미사 중상 2BL 판매시설 MD 및

상 환경 계획 수립 용역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중심상업시설부지
2BL

연면적 17,065㎡

(판매시설)
㈜제이에스파트너스개발

하남 미사 중상 14BL 판매시설 MD Plan 

수립 용역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중심상업시설부지
14BL

연면적 8,415㎡

(판매시설)
㈜웰스어드바이저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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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현대 이노시티 상업시설 MD Plan 및 상환경 계획

사업지 위치

중랑구 상봉동 73-10번지

상업시설 연면적

20,299평

Project 개요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내 랜드마크

타워로서의 주거의가치를 높이고

지역중심상업시설로의 개발

설계사인 원양건축과의 CO-WORK

해외 상환경 업체 FRAME WORKS와의

CO-WORK 기 설계검토를 통한 동선

개선, 면적 확대 MD Plan, 상환경 컨셉

플랜, Tenant Tapping 업무진행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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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현대 이노시티 상업시설 MD Plan 및 상환경 계획

기설계
검토

상환경
컨셉

상환경
사례

상환경
기본계획

MD
PLAN

SCOPE OF WORK &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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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내, 외부환경에

적합한 테마와 디자인을

도입하여 상업시설의

가치 상승을 통해 분양 및

임대 상품성 향상

SYMBOL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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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WELCOME LOBBY 

TERRACE PLAZA

2F RESTAURAN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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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 위치

위례신도시 업무지구 24Block

대지면적

13,517㎡(4,088평)

상업시설 연면적

13,517㎡(4,088평)

Project 개요

위례신도시 내 상업시설에 대한 최적의

상환경계획으로 가치를 높이고 지역

중심시설로의 개발

설계사인 희림건축과의 CO-WORK

해외 상환경 업체 FRAME WORKS와의

CO-WORK

기 설계검토를 통한 동선 개선, 면적 확대

상환경 컨셉 수립,기본계획 작성, 

기본설계 작성, 실시설계

위례 한화 오벨리스크 복합시설 상환경 계획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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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OF WORK & PROCESS

개발
여건

상환경
기본계획

상환경
컨셉

MD
PLAN

상환경
기본설계

상환경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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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Station Platform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디자인 요

소를 반영한 상환경 요소 구

현을 통하여 광역적인

이슈화 실현 도모

1F NORTH ZONE PERSPECTIVE
Vintage [King's Cross Station]

┃위례 한화 오벨리스크 복합시설 상환경 계획Portfolio in PLACE   상환경 디자인



1F SOUTH ZONE PERSPECTIVE
Modern [King's Cross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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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NORTH ZONE Classic  [Paris Passage]

2F SOUTH ZONE Modern [Paris Passage] 2F SWITCH ZONE

B1F SOUTH ZONE Modern [Grand Place]

B1F NORTH ZONE Art nouveau [Grand Place] 

┃위례 한화 오벨리스크 복합시설 상환경 계획Portfolio in PLACE   상환경 디자인



사업지 위치

하남 미사지구 중상 2BL

대지면적

4,581㎡(1,385평) 

상업시설 연면적

8,415㎡(2,545평)

Project 개요

하남 미사지구 중심상업지역 내

테마가 있는 상업시설 개발로 지역 내

랜드마크로서의 가치 실현

설계사인 희림건축과의 CO-WORK

기 계획안 검토를 통한 동선 개선, 

전용면적 확대, 분양성 향상

상환경 컨셉수립, MD PLAN, 상환경

기본계획 수립, 상환경 기본 설계 작성, 

상환경 실시설계 작성

하남 효성 한스애비뉴 상환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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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in PLACE   상환경 디자인



SCOPE OF WORK & PROCESS

개발
여건

상환경
기본계획

상환경
컨셉

MD
PLAN

상환경
기본설계

상환경
실시설계

┃하남 효성 한스애비뉴 상환경 계획Portfolio in PLACE   상환경 디자인



코펜하겐의 이국적인

디자인 + 안데르센 동화 속

비일상적인 체험의 결합

자연친화적이며 간결하고

실용적인 디자인 요소 구현

1F MAIN STREET 
공개공지

┃하남 효성 한스애비뉴 상환경 계획Portfolio in PLACE   상환경 디자인



1F MAIN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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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STREET Public & Corridor

1F SUB STREET ALLEY

2F STREET Public & Corridor

3F ELEV. HALL

1F EVENT D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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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위치

광교지구 C2BL 주상복합

대지면적

84,479㎡(25,555평)

상업시설연면적

92,807㎡(28,074평)

Project 개요

광교신도시 랜드마크인광교호수공원

연접부지로 2,300세대대단위

주거시설및상업시설의 개발

설계사인희림건축과의 CO-WORK

기계획안검토를 통한동선개선, 

전용면적확대, 분양성향상

상환경컨셉수립, MD PLAN, 상환경

기본계획수립, 상환경기본설계작성, 

상환경실시설계 작성

광교 중흥 어뮤즈스퀘어 주상복합 상업시설 상 환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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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OF WORK & PROCESS

개발
여건

상환경
기본계획

상환경
컨셉

MD
PLAN

상환경
기본설계

상환경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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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me Street 도입을

통한 최장 길이 스트리트를

분절하였으며, 3가지 컬러의

이탈리아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Grand City 여행 컨셉

상환경 계획

1F AMUSE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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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el Square

Galleria Square

Terrace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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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CANNEL SQUARE
Outdoor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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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CANNEL SQUARE
Venez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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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ANO GALLERIA Milano MILANO STREET Milano

MILANO AVENUE Milano MILANO STREET Milano

MILANO STREET Mil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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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EL SQUARE Venezia TERRACE SQUARE Napoli

ROMANTIC GARDEN Milano KIDS EVENT ZONE Nap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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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CE SQUARE
Nap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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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위치

일산킨텍스특별 6BL

대지면적

19,553㎡(5,915평)

상업시설연면적

18,990㎡(5,744평)

Project 개요

일산국제전시장과 일산호수공원의 입구

에위치한지원시설단지 부지로자연친화

적수변공간을 중심으로한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의 개발

설계사인 GNI건축과의 CO-WORK

기계획안검토를 통한동선개선, 

전용면적확대, 분양성향상

상환경컨셉수립, MD PLAN,

상환경기본계획 수립

고양 가로수길몰 상업시설 상환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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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OF WORK & PROCESS

개발
여건

기 계획안
검토

상환경
기본계획

상환경
컨셉

MD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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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젤리제 거리를 테마로

4 Theme Street 도입을

통한 내,외부 스트리트를

분절하였으며, 3가지 컬러의

오픈형 테라스 카페거리를 담

은 상환경 계획

2F ELYSEES A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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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ELYSEES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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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FA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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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FACADE

MODERN GATEELYSEES A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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