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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알로하 DOSAN ALOHA 장려상

상업가로의 건축
상업지구 보행가로의 건물들은 도시 구조, 사회, 문화등 다양한 변화와 함께 갑작스러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며, 
당시 의도된 공간과 상관없이 상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쓰임으로 요구되어진다. 압구정에 위치한 사이트 역시 
이러한 흐름을 맞이했다.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왔던 상권이 떠나며 주변 거리는 새로운 활기와 함께 빠른 물리적 
변화를 겪고 있다. 필요(공간, 기능, 이미지)에 충족하지 못하는 건축물은 쉽게 철거되고, 남겨진 건축물은 파사드가 
뜯겨져 뼈대를 드러낸다. 이 같은 과격한 변화 속에서, 파사드의 경우 건축 내부의 기능적 공간과 별개로 상업가로의 
이미지적 요소로서 상징적 역할을 담당하기에 물리적 변화의 주된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번화한 상업가로에 
건축물이 어떤 방식으로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클라이언트와 함께 근원적인 고민을 갖게 되었다. 

상업가로의 파사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상업가로의 파사드가 공간이라는 본질과 분리될 수 있는 의미의 부가적 요소로서 또 다른 
가로의 상징이 되어 상업가로의 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파사드는 내부 기능적 공간과 밀접하게 
연계된 형태를 들어내기도 하나, 때로는 공간의 프로그램과 별개의 독립된 객체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건축물의 
구조적인 것(공간)과 비구조적인 것(파사드)을 통해 지속 및 변화할 것을 분류하고, 구조에서 분리된 자유로운 
입면은 상업가로의 독립된 파사드로써 이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공간의 지속 가능성과 파사드의 변화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구조에서 독립된 비구조물의 파사드는 구조 모듈의 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변화를 가진 입체적인 경사면은 
빛과 그림자를 통해 다양한 분위기적 효과를 얻는다. 이러한 방식은 주변의 화려한 색상과 복잡한 재료의 파사드보다 
상업가로에서 오랜 시간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디자인 전략 
디자인 전략은 입체적인 파사드, 직관적인 동선, 가변적 프로그램의 공간이다. 복잡한 상업가로 속에서 보행자들이 
건축물을 인지하는 모습과 건축물에 접근하는 과정 그리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부터 전략을 찾아간다.

상업가로속 파사드는 형태이자 빛을 받아드리는 창이며 개별 공간을 드러내는 쇼윈도와 같다. 복잡한 상업가로에서 
단순한 질서와 비례를 바탕으로 계획된 파사드는 깊이를 가진 입체적인 형태로서 빛에 따른 그림자를 만들고 수차례 
갈아낸 마감을 통해 유약을 바르기 전 도자기의 질감처럼 빛을 머금은 뽀얀 덩어리로서 힘을 더한다. 질서를 가진 
모듈, 그속에 빛과 그림자의 효과, 질감의 분위기가 보행자들의 시선을 이끌어내리라 본다.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라멘구조 위에 덧붙여진 독립된 파사드는 지면과 떨어져 2층부터 구성되며 진입계단, 
엘리베이터 진입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전면에 드러난 외부계단은 각층 엘리베이터 홀 및 5층 테라스까지 
이어지며 동선의 간결함을 유지한다. 각층으로 분리된 상업공간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도록 단순한 공간 
구조를 가지며 모듈화된 파사드 창은 전체 공간과 구획된 공간에서 모두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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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도산 알로하ㅣ설계사 모어레스 건축사사무소(주)ㅣ설계담당 김영수ㅣ시공사 주식회사 지음씨엠ㅣ건축주 (주)루미에홀딩스ㅣ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54-8ㅣ지역지구 2종일반주거지역ㅣ용도 근린생활시설ㅣ대지면적 273.7㎡ / 약 83평ㅣ건축면적 161.0㎡ / 약 
49평ㅣ연면적 730.48㎡ / 약 220평ㅣ건폐율 58.83%ㅣ용적률 199.30%ㅣ건축규모 지상 5층, 지하 1층ㅣ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ㅣ주차대수 
5대ㅣ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석고보드위 도장ㅣ외부마감 Sto Ventec R System, 사비석ㅣ설계기간 2020. 02 ~ 2020. 08ㅣ공사기간 2020. 09 ~ 
2021. 08ㅣ사진 Jole Moritz

건축개요 

김영수
모어레스 건축사사무소(주), 대표

인하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BCIT에서 Frame Structure Process 
Design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프랑스건축사회 
프로그램의 11th 쟝프루베 & 김중업 장학생에 
선발되었다. 이후 해안건축과 원오원 아키텍스, 
프랑스 파리 DPA 등에서 다양한 규모에 프로젝
트로 실무를 쌓았다. 현재는 모어레스건축사사무
소 대표이며,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0년 제주건축문화대상에서 나
지요네의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한 경력 또한 가
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