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16 2022 Gangnam Beautiful Architecture Exhibition

논현 3315 N3315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모습에 따라 변화하는 건축
강남의 건축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대로에 접한 높고 거대한 매스 덩어리들이다. 반면, 대로변에서 한 발짝 안
으로 들어가면 이면도로에 접한 촘촘한 도시조직 속에 놓인 휴먼스케일의 건물들을 마주할 수 있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논현 3315’는 건물의 이용자들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가질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설계의 주 목표였
다.

최대 용적의 육면체에서 시작하여 조각들을 분해하고 다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건물을 구성하였다. 조각난 덩어리
들을 한 층 씩 엇갈려 쌓되 각 층마다 외부공간의 방향은 서로 다르게 하였다. 층 별로 엇갈리는 부분에서는 자연스럽
게 외부의 테라스가 만들어졌고 제각각 넓이와 길이 그리고 보여지는 시선의 방향이 다르게 형성되었다. 외부공간들
은 실내공간을 외부로 확장시켜 제한된 면적에서 더 풍부한 공간을 만들어 준다.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모습에 따라 건축의 모습도 늘 따라서 변한다. 경제와 효율성만 중요시하던 시대와는 달리 
주거환경 만큼 높은 수준의 업무환경과 쾌적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 건축이 대지에 자리하게 되면서 도시에 주는 이 
미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 '논현 3315'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이 녹아 들어간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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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논현 3315ㅣ설계사 (주)조성욱 건축사사무소ㅣ설계담당 조성욱, 김왕건, 장연재, 오은영ㅣ시공사 (주)채움종합건설ㅣ건축주 손민홍ㅣ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8길 26ㅣ지역지구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ㅣ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ㅣ대지면적 230.70㎡ / 69.79평 
ㅣ건축면적 114.85㎡ / 34.74평ㅣ연면적 795.35㎡ / 239.99평ㅣ건폐율 49.78%ㅣ용적률 249.07%ㅣ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6층ㅣ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ㅣ주차대수 6대ㅣ내부마감 제치장 콘크리트, 석고보드 위 페인트ㅣ외부마감 모노브릭, 커튼월ㅣ설계기간 2020. 03 ~ 2020. 
10ㅣ공사기간 2020. 11 ~ 2022. 01ㅣ사진 김용관

건축개요 

조성욱
(주)조성욱 건축사사무소, 대표

1972년 서울 생으로, 노르웨이와 싱가포르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서울 홍익대학교에
서 건축을 전공하였다. 서울의 주거 환경과 도시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건
축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사이집, 재재, 고래바위집, 오운 등
의 단독주택과 김포 라피아노, 삼송 라피아노, 죽전 테라스엔139 등의 공동주택, 그리
고 N781, 1021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해남 오시아노 리조트 공모안 등이 있다. 2015
년에는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에서 수상했으며, 이후 서울시건축상, 한국건축 문화
대상 등 다양한 수상 이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