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파크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단청색 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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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2020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여의도 파크원이 ‘도심 속 문화 공간’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여의도 파크원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이름을 떨친 리차드 로저스 경이 지금까지 맡은 단일 프로젝
트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지상 72층, 56층 오피스 타워 2동과 백화점, 호텔로 총면적 63만 177m²에 달
한다. 63빌딩의 4.5배의 크기로 제2롯데월드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매머드급 복합쇼핑 문화공간으로
완공 후 오피스, 쇼핑몰, 호텔이 입점을 준비하고 있어 변화될 여의도의 모습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여의도 파크원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붉은 색채를 사용한 외부 노출 골조에 있다. 푸른 빛을 중심으
로 한 차분한 색감의 건축물에 붉은 색의 골조가 조화를 이루어 모두가 주목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의
인상을 준다. 이는 경복궁이나 창덕궁 등 우리나라 고유 전통건축물을 채색으로 장식하는 ‘단청’을 모티
브로 하여 현대화 된 전통 색채를 건축물에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음양오행의 이론을 대입시켜 색과 색
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단청의 배색과 형태는 한국 전통건축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랜드마크라
고 해서 단순히 높고 화려한 건축물이라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고, 자연과 환경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자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여의도 파크원은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 그 중심에 위치한 여의도라는 공간의 밀집성이 고려되었
다. 혁신적인 외관으로 시선을 끌고, 편의 시설은 물론 문화 공간과 녹지 공간을 확보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다.
모두가 높은 빌딩에 대해 놀라고 있을 때, 최근 랜드마크 빌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
다. SNS가 보편화되면서 젊은이들이 새롭게 생긴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관심을 보이는 정도에 따라,
그 지역의 랜드마크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시대이다. 구조적,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이 들
어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문화적인 니즈가 충족되고, 그 지역이 브랜드가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익숙한 것이 특별하게 느껴지도록. 다소 밋밋하고 단조로웠던 여의도의 경관에 규모와 품격을 높인 빌딩
이 들어서며 새로운 활력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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