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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upport our clients along the collaborative design 
journey from concept to delivery and beyond. We 
work globally, regionally and locally. We deliver award-
winning projects ranging from £1m to 350m including 
bespoke commercial units, major new build, mixed-use 
regeneration and bespoke interior design. We have 
been helping drive the change in our town centres, 
working with developers, entrepreneurs, brands, funds, 
authorities and stakeholders to create modern, exciting, 
experience-led environments. 

Celebrating Six Years in the AJ100
Company Award. Published annually since 1995, the 
AJ100 ranks the largest architectural practices in the 
UK. It is largely regarded as a key measure of success 
and the industry’s most authoritative list.

우리는 기획설계부터 실시설계 단계 이후까지 발주처와의 협업을 

제공합니다. 작은 단위의 비스포크 매장부터 주요 도시 개발까지, 

작은 단위의 지역부터 전 세계 복합개발까지, 우리는 다양하고 

가치있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브랜드사, 

정부 및 공무원, 투자사, 시행사, 이사회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대적이고, 흥미롭고, 경험에 기반한 환경을 지닐 수 있는 도시의 

변화를 모색하고 계획합니다. 

6년 연속 AJ100 선정

영국 내 건축업계에서 가장 권위적이며, 사업체의 성공 척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1995년부터 시작된 AJ100에 6년 연속 선정.

An AJ100 Practice 

We listen, create and articulate to shape inspiring, responsive and experience-led places where people want to be.
영감을 주고, 상호반응하며, 경험이 축적되는 장소를 형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창조하고,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Company Profile
We are Leonard Design Architects
레오나르드사 소개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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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es, corporations, governments, local 
authorities and individuals who own, lease and operate 
a variety of development types and sizes. Thes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designer outlets centres, 
retail parks, shopping malls and individual buildings. 
Working across this breadth of developments enables 
us to take insight from one to the other and identify 
trends.

We pride ourselves in having a unique ability 
and vision for projects of any size and level of 
complexity. Responding with an equally diverse and 
knowledgeable design team to tackle each individual 
client’s needs, aspirations and goals.

다양한 개발 유형 및 규모를 소유, 임대 및 운영하는 기업, 정부, 

지방자치 단체 및 개인을 모두 포함하며, 디자이너 아울렛, 

쇼핑몰, 백화점, 개인 소규모 브랜드 유닛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개발 프로젝트들을 통해 우리는 마켓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규모와 복잡한 수준에 관계없이 프로젝트의 비전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지닌 디자인 팀과 함께 대응하여, 

모든 고객의 요구, 포부 및 목표를 달성합니다.

We are proud to say that we have the privilege to work with some of the most exceptional and forward-thinking companies.
우리는 미래 지향적이고 각 산업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지닌 전 세계 다수의 회사와 협업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ompany Profile
A Selection of Clients
레오나르드사 역량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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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ard Design undertakes an array of design services to deliver a wide variety of projects across a range of scales.
우리는 다양한 범위의 다수의 프로젝트들을 아래와 같은 일련의 디자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markable design is at our heart and we will 
always strive to bring the best solutions to our clients 
multifaceted needs. We deliver master-planning from 
the streetscape, to new communities, to entire cities. 
Architecture, from massive to intimate, from mixed-
use town centres to one-off houses, our experience is 
diverse and complex across a vast array of typologies. 
Interior Design, from the delicate, sumptuous and 
exclusive to some of the largest and most complex 
internal spaces in the world. We use a range of skills to 
deliver our projects from hand sketching to Revit and 
BIM level coordination. Our experience is as broad as 
it is varied.

우리는 고객들에게 다면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솔루션 및 뛰어난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우리는 장소/거리 만들기, 새로운 지역사회 및 전체 도시계획을 

포함하는 마스터플랜을 제공합니다. 대규모 복합시설 부터 

작은 규모 주택까지 다양한 용도별 건축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내부 공간 디자인부터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핸드 스케치부터 Revit 과 BI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등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Mixed-use (복합시설)

Retail (상업시설)

Residential (주거시설)

Office (업무시설)

Leisure (레져/문화시설)

Transport (교통시설)

Hospitality (근린/생활시설)

Masterplanning
Urban Design
Architecture
Interior Design
Consultancy
Sustainability
Asset Enhancement
Brand Development
Brand Repositioning
Wayfinding 
Signage
Graphic Design 

마스터 플랜

도시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턴트

친환경

자산 컨설턴트

브랜드 개발

브랜드 변화

길찾기

사이니지

그래픽 디자인

Company Profile
Sectors Provided
레오나르드사 역량 (업무 영역)

   ©Tim Cr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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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Our masterplanning covers a wide range of city and town centres all concerned with the future, especially with changes in 
living and working patterns, transportation, creating variety and flexibility and addressing huge environmental issues.
마스터플랜. 미래에 변화가 예측되는 다채로운 요소(생활 및 업무의 패턴, 교통, 다양성과 유연성, 환경 문제등)들을 반영하여 도시의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계획합니다.

Company Profile
Key Sectors Provided
레오나르드사 역량 (주요 업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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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We undertake some of the most forward thinking retail and mixed-use developments around the world, concerned with the 
future of our towns and cities, the impact of the internet, and how we are reducing the sqm for traditional retail.
상업,레져,복합. 온라인 시장으로의 전환 및 도시 미래 비젼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선구안적인 관점을 통해 상업 및 복합 시설 디자인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Tim Crocker   ©Tim Crocker

Company Profile
Key Sectors Provided
레오나르드사 역량 (주요 업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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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 For decades, the retail industry has been one of the main sources of economic growth both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it is one of our areas of specialism.
상업, 인테리어. 수십 년 동안, 개발 도상국 및 선직국에서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었던 상업시설의 계획 및 개발은 저희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Company Profile
Key Sectors Provided
레오나르드사 역량 (주요 업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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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We have a large variety of housing projects, both built and being designed for different developer types, concerned with 
healthy and sociable lifestyles in a range of environments.
주거. 다양한 발주처와 함께, 보다 건강하고 사교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낼 수 있는 다수의 주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ompany Profile
Key Sectors Provided
레오나르드사 역량 (주요 업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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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Workplaces are rapidly changing and must be employee, people and planet focused, with emphasis on work-life balance, 
flexibility, and supporting public transport. We have several workplace buildings under design and construction.
업무. 워라벨, 직장인의 라이프 스타일, 유연근무, 대중교통등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요구들을 반영한 다수의 업무시설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Tim Crocker   ©Tim Crocker

Company Profile
Key Sectors Provided
레오나르드사 역량 (주요 업무 영역)



10

Ian Staples / 다이렉터 John Morgan / 다이렉터

Company Profile
Where we started
레오나르드사의 역량 (다이렉터 및 한국인 코디네이터)

Directors and Korean Coordinator. Leonard Design Architects have extensive experience of working at home and overseas, 
providing consultancy design and technical services to a growing number of developers and retailer clients.
다이렉터 및 한국인 코디네이터. 우리는 영국 및 전 세계의 수 많은 발주처들과 함께 컨설팅 설계 및 기술 서비스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David Leonard / 다이렉터 Hin Sim / 다이렉터 Soo-in Oh / 소장 Seonghwan Cho / 팀장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06 by David Leonard, previously 
Head of European Design at Westfield and a former Director at Benoy. 
The company soon grew and a group of senior, dynamic Directors, each 
at the cutting edge of the retail and leisure sectors, were brought together 
to establish the company on the global stage. Hin Sim was previously 
at HKR, Westfield (with David) and RTKL. Ian Staples helped to set up 
the practice in 2006, was instrumental in the master-plan design of the 
Stratford City scheme for Westfield and has since worked on major retail 
and resort schemes around the world. John Morgan was previously 
Design Director at Westfield.

This group of experienced, internationally recognised, Directors lead 
our creative teams in delivering commercially successful and innovative 
schemes across a variety of architectural sectors worldwide. The 
teams have grown through an emphasis on experience, innovation and 
enthusiasm. The successful formula of bringing together these teams 
who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clients’ needs, has meant that Leonard 
Design Architects has continued to grow their reputation and workload, of 
not only designing but also delivering projects and is the primary reason 
that Leonard Design Architects have continued to win work on some of 
the most prestigious global projects, through one of the world’s worst 
recessions.

Leonard Design Architects now have extensive experience of working 
at home and overseas, providing consultancy design and technical 
services to a growing number of developers and retailer clients and have 
worked in around 30 countries worldwide, spanning South Korea, China, 
India, Africa, South America, the Middle East and throughout Europe. 
Our experience in master planning, urban mixed-use development, 
shopping centres, interior design, leisure and residential projects, involves 
managing and leading teams of local development partners, including 
designers and architects and technical teams. 

It requires not only great design and technical skills but also the ability 
to communicate, arbitrate and lead. This has led us to become very 
experienced facilitators who understand the client’s goal and lead the 
entire team in achieving these. Using our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creativity, we combine several disciplines to produce high quality services, 
which deliver award winning schemes with commercial understanding 
and local cultural sensitivities.

Westfield 유럽 디자인 팀의 대표였으며, 베노이 전 다이렉터였던 David Leonard

에 의해서 200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혁신적이며 다이나믹한 다이렉트들은 전 세계 

상업과 레져시설 마켓에서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며, 빠른 시간내에 회사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Hin Sim 다이렉터는 과거 David Leonard와 Westfield사에서 같이 

근무하였으며, RTKL 및 HKR에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Ian Staples 다이렉터는 

Westfield Stratford City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전 세계 주요 상업 

및 리조트 시설 계획에 참여하였다. John Morgan 다이렉터는 Westfield의 디자인 

다이렉터를 역임하였다.

경험이 풍부한 회사의 다이렉터들은 상업적으로 성공적이며 혁신적인 건축계획을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으며 경험과 혁신 및 열정이 가득한 크리에이티브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는 팀원들이 프로젝트 설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제안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전 세계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명성을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인도, 아프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중동 및 

유럽 전역에서 총 30여개가 넘는 국가의 다양한 발주처 및 상업시설 운영업자등을 위해 

디자인 컨설턴트 또는 기술 서비스등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우리 

팀원들은 마스터플랜, 도시 복합 개발, 쇼핑몰 개발, 주거시설 개발, 레져시설 개발등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뛰어난 디자인 능력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발주처의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며 전체 팀원들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경험과 창의력을 통해 여러 분야를 결합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업시설 개발과 운영에 관한 이해와 각 지역 사회의 

문화적 이해를 통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수상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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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field London
London, UK
웨스트필드 런던, 런던, 영국

Role 
Master-planning, Retail planning, Architecture

Client
Westfield

An amazing project of retail, food, leisure & luxury retail 
in London.

This complex urban regeneration challenge took 12 hectares 
of redundant inner-city industrial land and transformed it into a 
vibrant mixed-use area.

Europe’s largest city centre shopping development. Retail 
units, restaurants, a cinema, transport interchange, library, 
offices and flats, have been carefully integrated into a densely 
populated urban setting.

영국 런던의 놀라운 식음, 레져, 상업 및 럭셔리 쇼핑몰 프로젝트.

런던 시내의 12헥타르의 공장 및 산업지역을 도심 재개발을 통하여 

활기찬 복합시설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쇼핑몰로서, 상업시설, 음식점, 영화관, 교통시설과의 

연계, 도서관, 사무실 및 주거시설들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의 맥락에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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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of Westfield London
London, UK
웨스트필드 런던, 런던, 영국

Role 
Master-planning, Retail planning, Architecture
(In collaboration with Westfield Design)

Client
Westfield

New generation of retail development.

Master-planning and design of a major mixed use extension 
to Westfield London in collaboration with Westfield and a 
specialist design team, including Allies & Morrison. 

It will create an additional 500,000 sqft of retail plus 1500 
apartments, a hotel, leisure and entertainment venues, 
restaurants and a new market.

상업시설 개발의 새로운 세대 및 기준점.

Allies & Morrison를 포함한 전문 디자인 팀과 Westfield와 함께 

협업하여 Westfield 런던 확장 부분의 마스터플랜과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새로이 확장하는 부분은 500,000sgft의 추가적인 상업 시설과 1,500

개의 아파트먼트, 호텔, 레져 및 식음시설을 포함한 복합 시설을 계획하고 

디자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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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field Stratford City
London, UK
웨스트필드 스트라트포드 시티, 런던, 영국

Role 
Development visioning, Master-planning, Retail planning, 
Architecture including Concept and Schematic design
(In collaboration with Westfield Design)

Client
Westfield

One of Europe’s largest retail-led regeneration projects, 
Stratford City forms the gateway to the 2012 London 
Olympic site.

At the heart of the UK’s strategy was the aim that the games 
would create a lasting legacy of improved environment,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in this formerly neglected part of 
the capital. 

Stratford City breathes new life into 10 hectares of land with 
shops, leisure facilities, apartments, hotels, community 
facilities and a transport interchange, all served by an energy-
efficient central heat and power plant.

2021년 런던 올림픽 주경기장의 관문에 위치하였으며, 유럽에서 가장 큰 

상업시설이 주도하는 재개발 프로젝트.

올림픽 개최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재개발 프로젝트는 과거 방치되었던 

런던 외곽의 환경 및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tratford City는 총 10헥타르 부지에 상업, 레져, 주거, 호텔, 문화, 

커뮤니티 및 교통시설을 포함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프로젝트이며, 

중앙 난방 및 파워 발전소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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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Retail Planning and Interior Design
(In collaboration with Rogers Stirk Harbour + Partners)

Client
Skylan Developments

Creating a beyond the normal concept of a retail centre 
with ‘the garden’ at the top level where people can 
gather, relax, and experience.

This stunning development is located in the Yeouido area 
of South Korea’s capital. Three towers of office and hotel 
space ring a six-level shopping centre, where 300 stores and 
restaurants are grouped around a series of dramatic, full-
height atria, with ready access to the city’s transport system. 

In a culture where shopping is very much a social activity, we 
have moved beyond the normal concept of a retail centre, 
creating ‘the garden’ at the top level where couples, friends, 
and families can gather, communicate, experience and relax.

모이고, 쉬고, 경험할 수 있는 최상층의 가든을 포함하여 기존 쇼핑센터의 

컨셉을 뛰어넘는 새로운 상업시설을 계획.

파크원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중심부 여의도 지역에 위치하며, 

오피스 및 호텔로 이루어진 3개의 타워와 300여개의 상업시설, F&B 

및 레스토랑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방감이 높은 아트리움으로 구성된 

6개층의 쇼핑센터가 지역 교통시스템과 맞물려 있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문화적으로 쇼핑센터는 사회 활동의 연장선상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인 

상업시설의 컨셉을 넘어서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나, 최상층에 

형성한 ‘가든’은 연인들, 친구들 및 가족들이 모이고 쉬고 경험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서 계획하였습니다.

Photographs by Kyung Roh

Parc.1
Seoul, South Korea
파크원 프로젝트, 서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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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c.1
Seoul, South Korea
파크원 프로젝트, 서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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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ang 1 District Development
Seoul, South Korea
자양 1구역 재개발 사업, 서울, 한국

Super complex urban renewal with high-rise residential 
block, hotel, office, retail, and culture facilities.

The site is north side of Seoul with a great public 
transportation to access Jamsil and Gangnam. Luxury 
residential complex will have a great river view with great 
community facilities. Urban complex with office, hotel, retail, 
and cultural facilities will bring a new landmark for Jayang 1 
district.

Our role is creating a unique podium including retail, leisure, 
F&B, and community facilities which are inspired from 5G 
networks as an advanced technology of KT.

고층 주거, 호텔, 업무시설, 상업시설 및 문화시설을 포함한 초 복합 도시 

재개발.

서울의 북측의 위치한 사이트는 잠실과 강남으로 연결되는 뛰어난 

대중교통 시스템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한강 뷰를 지닐 수 있는 럭셔리 

주거시설과 함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양

1구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오피스, 호텔, 상업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도시복합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우리는 KT의 진보된 기술과 5G 네트워크의 기술에서 영감받은 

상업시설, 레져시설, 식음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한 독특하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포디엄을 계획하였습니다.

Role
Retail Planning and Interior Design
(In collaboration with Haeahn Architecture)

Client
KT E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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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e Avenuel
Seoul, South Korea
롯데 잠실 에비뉴얼, 서울, 한국

Role 
Retail Planning and Interior Design

Client
Lotte Shopping Co. Ltd 

A modern, elegant and flowing redefinition of Korea’s 
largest luxury goods department store.

As Korea’s largest department store dedicated to top-shelf 
luxury goods, Avenuel is a hub for leading global fashion 
and culture and a place that sets trends in luxury shopping 
and fashion. Leonard Design have created 25,000 sqm of 
landlord controlled interior space which forms the customer 
journey. 

This journey includes seven storey atrium and passes 
through richly finished malls, concession halls, shop-fronts, 
lift lobbies, washrooms and car parks. Our design reinvents 
Avenuel as a young, contemporary, modern retail emporium 
whilst retaining the super luxurious feel of previous Avenuel 
concepts. As the project developed, and our relationship 
with Lotte grew, our scope was extended to help finalise the 
design and materiality of the building’s façades.

현대적이고 우아하고 유연한 디자인을 통한 한국 최대규모의 럭셔리 

백화점에 대한 재정의.

에비뉴얼은 한국 최대 명품 백화점으로서, 글로벌 패션과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이자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여정을 구성할 수 있는 총 25,000sqm의 상업시설 공간을 계획하고 

디자인하였습니다.

7층 규모의 아트리움 공간 속 화려한 쇼핑몰 및 각 브랜드 유닛, 

로비, 화장실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에비뉴얼 럭셔리 컨셉을 

유지하면서, 젊고 현대적인 공간으로서 재탄생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경과와 함께, 우리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건물 전체 파사드 디자인 

검토 작업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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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e Avenuel
Seoul, South Korea
롯데 잠실 에비뉴얼, 서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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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e Avenuel - Lobbies
Seoul, South Korea
롯데 잠실 에비뉴얼 - 로비, 서울, 한국

Role
Retail Planning and Interior Design

Client
Lotte Shopping Co. Ltd 

A modern, elegant and flowing redefinition of Korea’s 
largest luxury goods department store.

As Korea’s largest department store dedicated to top-shelf 
luxury goods, Avenuel is a hub for leading global fashion 
and culture and a place that sets trends in luxury shopping 
and fashion. Leonard Design have created 25,000 sqm of 
landlord controlled interior space which forms the customer 
journey. 

This journey includes seven storey atrium and passes 
through richly finished malls, concession halls, shop-fronts, 
lift lobbies, washrooms and car parks. Our design reinvents 
Avenuel as a young, contemporary, modern retail emporium 
whilst retaining the super luxurious feel of previous Avenuel 
concepts. As the project developed, and our relationship 
with Lotte grew, our scope was extended to help finalise the 
design and materiality of the building’s façades.

현대적이고 우아하고 유연한 디자인을 통한 한국 최대규모의 럭셔리 

백화점에 대한 재정의.

에비뉴얼은 한국 최대 명품 백화점으로서, 글로벌 패션과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이자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곳이다. 우리는 고객의 

여정을 구성할 수 있는 총 25,000sqm의 상업시설 공간을 계획하고 

디자인하였습니다.

7층 규모의 아트리움 공간 속 화려한 쇼핑몰 및 각 브랜드 유닛, 

로비, 화장실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에비뉴얼 럭셔리 컨셉을 

유지하면서, 젊고 현대적인 공간으로서 재탄생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경과와 함께, 우리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건물 전체 파사드 디자인 

검토 작업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20

Sogong-dong Duty Free
Seoul, South Korea
롯데 소공동 면세점, 서울, 한국

Role 
Retail Planning and Interior Design

Client
Lotte Duty Free Co. Ltd 

An iconic retail stop on any tourist’s itinerary.

Lotte Duty Free operate a number of ‘out of airport’ duty 
free licenses in South Korea. Leonard Design Architects 
were asked to reconsider their flagship, 4 storey, store in 
the Sogong-dong neighbourhood of Seoul. Our design 
clears away dated, cellular spaces and replaces them with 
contemporary, open concession halls which maximise 
visibility and encourage circulation to all the retail on offer. 

Each concession hall has a unique design which contributes 
to the ‘elegant luxury’ concept (targeted at the independent 
international/local traveller), or the ‘trendy sophistication’ 
concept (aimed at Chinese tour groups). This variation 
animates the customer journey and aids intuitive orientation. 
We relocated the beauty offer to the top floor to draw people 
up through the levels and take advantage of an existing 
barrel-vaulted atrium. The ‘Beauty Atrium’ is the scheme’s 
signature space, an iconic retail stop on any tourist’s itinerary.

여행 일정속의 아이코닉한 면세 상업시설.

롯데 면세점은 시내면세점 운영 허가를 지니게 되었으며, 우리는 

롯데백화점 본점 4개층을 면세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아트리움의 공간을 리노베이션 하였으며,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면세 상업구역으로 디자인하며, 가시성을 최대화하고 모든 매장을 

연결할 수 있는 동선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각 상업구역에는 국제 및 현지 여행객들을 위한 ‘우아한 럭셔리’ 개념 / 

중국 투어 그룹 관광객들을 위한 ‘트렌디한 세련된’ 개념을 포함한 독특한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화장품 제품시설을 상층부로 이동하여 기존 

아트리움 공간을 뷰티 아트리움으로 계획하며, 모든 관광객들의 대표 

공간이며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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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ong-dong Duty Free
Seoul, South Korea
롯데 소공동 면세점, 서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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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F Incheon T2 - Liquor & Tobacco
Incheon, South Korea
인천공항 제2터미널 롯데 면세점 (주류&담배), 인천, 한국

Role 
Retail Planning and Interior Design

Client
Lotte Duty Free Co. Ltd 

A retail journey influenced by the Lotte brand, Incheon, 
South Korea and an unparalleled customer experience.

Leonard Design Architects created concept retail 
environments for the competition winning Liquor & Tobacco 
duty free bid at the new Terminal 2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e were subsequently appointed to produce the 
schematic design for 8 individual Liquor & Tobacco stores. 
Our designs are shaped by contextual, experiential and 
physical influences. Customer experience innovations are key 
to the design with the Virtual Wine Cellar and The Distillery 
(a blend your own whiskey experience) featuring. Innovative 
‘smart retail’ media walls at the rear of the store have a 
synergy with the terminals own ‘smart airport’ concept. 
The quality of our store designs led the airport authority 
appointing us to design one of the concourse’s sculptural 
landmark features.

롯데, 인천, 한국에서 영감받은 면세 상업 시설 및 비교 불가능한 고객 

경험 제공.

우리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주류 담배 총 8개의 매장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의 디자인은 지역적이며, 경험적이며, 

물리적인 영향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구성하였습니다. Virtual Wine 

Cellar 및 디스틸러리 (자신만의 위스키를 제조하는 경험)을 통해 고객의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장 후면의 혁신적인 스마트 

미디어 스크린을 도입하여 인천공항의 ‘스마트 공항’ 개념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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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F Incheon T2 - Liquor & Tobacco
Incheon, South Korea
인천공항 제2터미널 롯데 면세점 (주류&담배), 인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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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F Incheon T2 - Landmark
Incheon, South Korea
인천공항 제2터미널 랜드마크, 인천, 한국

Role 
Landmark Design

Clien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uthority

A memorable landmark combining symbolic sculpture & 
functional customer service.

Leonard Design Architects designed the Liquor & Tobacco 
concessions at Terminal 2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Following on from the strength of this work we were invited 
to design a landmark feature situated within the air-side 
concourse. 

Inspired by Incheon’s dancing red-crowned cranes the 
landmark’s elegant forms are representative of two dancing 
cranes, a bird’s wing forms and the movement of flight. 
Customer service desks and seating are seamlessly 
integrated into the overall symbolic, sculptural form. The 
landmark is located at the centre of a three-way junction. 
It is designed to be prominent from all approaches whilst 
maintaining sight-lines through to adjacent retail façades. 
This contextual intervention provides a memorable visual 
experience, a customer services focal point and an intuitive 
way-finding aid.

상징적인 조각품 및 기능적인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포함한 인상적인 

랜드마크.

인천공항 제2터미널 주류 담배 롯데 면세점 디자인 완료 후, 면세구역 

랜드마크 디자인 설계 업무에 초대되었습니다. 인천의 상징인 

춤추는 두루미로부터 영감을 받은 우아한 두 개의 Dancing Crane

을 계획하였으며, 비행기의 움직임을 형상화 하였습니다. 고객 서비스 

인포메이션 데스크와 Seating은 상징적인 디자인에 매끄럽게 통합하여 

구획하였습니다. 3 방향 분기점의 중앙 부분에 위치한 랜드마크는 모든 

곳에서 눈에 띌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고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시각적 

경험, 고객 서비스 및 길 찾기등을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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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F Hongkong
Hongkong
홍콩 국제공항 롯데 면세점, 홍콩

Role 
Retail Planning and Interior Design

Client
Lotte Duty Free Co. Ltd 

Destinational Duty Free.

A retail journey influenced by the Lotte Brand, Hong Kong 
and an unparalleled level of customer experience and 
engagement. Leonard Design were appointed by Lotte Duty 
Free to produce their Concept Presentation Bid for the 6 
individual Perfume & Cosmetics and 8 individual Liquor & 
Tobacco Duty Free stores at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With connections to over 190 destinations across the world,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required an exciting and 
innovative approach to the new Duty Free offers. Customers 
are enticed with innovations in retail experience and customer 
services. References to local geology and Baijiu distillation 
create a contextual, immersive space where products are 
showcased, explored and purchased.

목적지로서의 면세점.

우리는 롯데 면세점으로부터 6개의 향수 화장품 매장 및 8개의 주류 담배 

매장을 포함하고 있는 홍콩 국제 공항 면세점 컨셉 디자인 입찰의 디자인 

파트너로서 참가하였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은 전 세계 190여개 이상의 목적지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허브공항으로서, 면세점 또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였습니다 

우리는 롯데 브랜드 및 홍콩에서 영감을 기반으로 고객들이 비교 

불가능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면세점을 디자인 하였습니다. 현지 

홍콩의 지질학적인 특징 및 Baiju증류 제품에 관한 전시 및 체험공간은 

고객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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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F Taoyuan
Taiwan (Taoyuan Airport)
타오위안 국제공항 롯데 면세점, 대만

Role 
Retail Planning and Interior Design

Client
Lotte Duty Free Co. Ltd 

Airside concepts for an international airport inspired by 
contextual, experiential and physical factors.

Leonard Design were asked to develop concepts for airside 
departure zones; zone c grew out of the Made in Taiwan 
tradition taking inspiration from local craftwork & high 
tech manufacturing expertise also focusing on customer 
engagement & innovation as experiential stepping stones 
throughout the journey from departure hall to gates. Zone 
d takes inspiration from the natural landscape, geology & 
flora of the island of Taiwan creating a flowing journey from 
mountainside (departure hall) through gorges (bridges) down 
to coasts (departure gates).

물리적, 경험적, 지리적 요소에 의해 영감 받은 공항 내부 인테리어 컨셉.

우리는 공항 면세구역 중 2개의 다른 출국층의 내부 인테리어 컨셉 

디자인을 제안하였습니다. Zone C는 현지 공예 및 첨단 기술 제조를 

기반하는 ‘메이드 인 타이완’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고객들의 참여를 

발생시키며 다양한 경험적 요소를 느낄 수 있도록 공항 출국장 홀부터 

게이트까지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Zone D는 자연경관, 지질 및 

식물에서 영감을 받아 산 중턱(공항 출국장 홀)부터 해안선 (게이트)까지 

유연한 동선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을 계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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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e Busan
Busan, South Korea
롯데 부산 리노베이션, 부산, 한국

Role 
Facade Design Architects

Client
Lotte Shopping Co. Ltd 

A building façade re-cladding project for LOTTE that 
was aimed to bring their no.1 store in Busan in line with 
competitors within the region.

A young, contemporary and timeless approach was 
specifically requested by LOTTE on this project. The design 
was influenced by the fast moving vehicular traffic on one 
side and busy pedestrian movement on the other side, which 
is often regarded as the Times Square corner in Seomyeon. 
Hence, the fragments and flowing idea was developed.

The façade encompasses the existing LOTTE building as 
well as an extension block and car park block in the southern 
side, and a part of the LOTTE hotel tower in the centre of the 
development. The facade makes up to a total of over 400m in 
length and 10 storeys high.

부산 롯데 1호 백화점의 상징적인 의미를 더욱 강조할 수 있는 파사드 

디자인 변경 프로젝트.

젊고, 현대적이고,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디자인적 접근 방식이 

발주처로부터 요청되었습니다. 디자인은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의 

움직임과 부산 서면의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반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파사드의 패턴과 흐르는 아이디어를 디자인의 

기본 컨셉으로서 계획하였습니다.

총 개발 규모는 롯데 백화점 남쪽의 확장 부분, 주차장 타워 및 부산 호텔 

롯데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길이는 400M이며, 10층 이상의 

높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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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o Library
Seoul, South Korea
구로 도서관, 서울, 한국

Role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In collaboration with TOD Architects)

Client
Guro Council and Seoul City

Creating new cultural and community destination at 
Guro district.

We have been nominated for one of winning proposals in 
Guro Library Project. We have proposed the place where 
a couple of social and community programmes can make 
a strong connection between surrounding park, canal, and 
residential blocks. Especially, a beautiful central atrium and 
a connection bridge are the key places where visitors or 
residences can be interactive together with several events 
and activities. We have proposed the use of eco-friendly 
materials like CLT and hundreds of solar panels covering 30% 
of energy consumption from the buildings.

구로구의 새로운 문화 및 주민 커뮤니티 목적지를 형성.

우리는 구로 도서관 프로젝트의 수상작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변 지역의 공원, 하천 및 주거시설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지역 사회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그에 맞는 디자인을 

계획하였습니다. 특히나, 아름다운 중앙 아트리움 및 연결 브리지는 

도서관 방문객이나 주거민들이 여러 행사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거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의 주요 시설로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는 

CLT와 같은 친환경 재료 사용과 함께, 건물 에너지 소비의 30%를 수 

백개의 태양 전지패널을 통해 수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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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pa Square
Seoul, South Korea
잠실역 송파 스퀘어, 서울, 한국

Role 
Interior Design Architects

Client
Lotte Corporation & Lotte Shopping Co. Ltd 

Re-envisioning of a busy subterranean transportation 
and commercial hub.

Song-pa Square, located in the heart of the busy Jamsil-dong 
neighbourhood of Seoul, is a hub for commuters arriving 
by train, bus and cars and connects two of the largest retail 
developments in Seoul. 

LDA was appointed to deliver a modern and dynamic space, 
improve people flows and enhance customer experience in a 
challenging existing underground environment. 

The 160x60m subterranean square is a one level public realm 
space that provides commuters with shops, restaurants, 
community facilities and space to rest and relax. LDA’s scope 
consisted of concept design to final tender documentation in 
8 months.

혼잡한 도심지의 지하교통과 상업시설의 재구성.

잠실역(송파스퀘어)은 지하철, 버스 및 자동차등이 포함되는 복합 

교통센터로서, 두 개의 커다란 백화점을 연결하는 역할을 띄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을 디자인하며, 과거 복잡한 

지하 환경을 개선하며 고객의 흐름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160x60미터의 지하 광장은 통근자들에게 식음료 및 

휴식시설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공용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초기 컨셉부터 시공사 입찰까지 모든 설계 단계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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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Townhouse Development
South Korea
한국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한국

Role 
Masterplan, Design Architects, Interior Designer

Client
Confidential

Creating a unique 400 units Townhouse Scheme with 
different themed characters of residential communities 
and various entertainment programmes.

Leonard Design is delivering a masterplan of a Townhouse 
scheme including Residential, Hot spring club, Hotel, 
Entertainment, Retail, and Vertical Farm. Development of this 
scheme is focusing on how we create the activation strategy 
per residential village where residents and tourists can 
communicate, interact, and enjoy each other through various 
unique seasonal events, programmes, and facilities. Leonard 
Design is continuously developing this scheme to submit the 
full planning applications in co-operation with multiple Korean 
local consultants and architects.

다양한 테마를 지닌 주거 커뮤니티 및 다채로운 앤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포함한 400세대의 타운하우스 개발 프로젝트.

레오나르드 디자인사는 주거 타운하우스, 온천, 호텔, 앤터테인먼트, 

상업 시설 및 수직 농장을 포함한 한국 타운하우스 마스터플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주민 및 관광객들이 다양하고 독특한 

계절별 행사, 프로그램 및 시설들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즐길 

수 있는 타운하우스 활성화 전략 발전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한국 현지 컨설턴트들과 건축가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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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ju Townhouse
Gongju, South Korea
공주 타운하우스, 공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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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 Waltham Cross Studios
Hertfordshire, UK
선셋 스튜디오, 허트포드셔, 영국

Role 
Masterplan, Design Architects

Client
Sunset Studios, Blackstone and Hudson Pacific

Brand-new global hub for UK and international film and 
television productions in Hertfordshire.

The first Sunset Studios operation outside of the US, where 
the owners - funds managed by Blackstone and Hudson 
Pacific Properties, a unique provider of end-to-end real estate 
solutions for tech and media tenants – run four studios. The 
91-acre site is to be transformed into a state-of-the-art, 1.2 
million square-foot film & tv studio complex. With a total of 21 
sound stages, workshops, mill space, production offices and 
support space the scheme will be on of the UK’s largest film 
and television production locations.

The aspirational scheme is also setting the bar for green 
credentials, targeting a LEED Gold certification and BREEAM 
Excellent rating. Sunset Waltham Cross Studios will target a 
potential 2025 opening.

영국 및 국제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글로벌 허브.

다양한 기술 및 미디어 세입자를 위한 4개의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Blackstone과 Hudson Pacific Properties는 미국 외 최초의 선셋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Leonard Design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91에이커의 부지는 총 21개의 스테이지, 워크샵, 제작공간, 사무실, 

지원사무소등을 포함한 11만 제곱미터 (3만 3천평)의 최첨단 영화 및 TV 

스튜디오 단지로 개발되며,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녹색건축을 지향점으로 삼으며, Leed Gold 인증과 BREEAM 

최고등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개장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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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 Waltham Cross Studios
Hertfordshire, UK
선셋 스튜디오, 허트포드셔,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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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pevika
Oslo, Norway
비스페비카, 오슬로, 노르웨이

Role 
Scheme Design Architects and Urban Designer

Client
Oslo S Utvikling AS (OSU)

Creating the most attractive and active ground level in 
the world.

Creating a new city on the water side and focusing on the 
ground plain. Collaborating with different plot architects and 
landscape architects to create active ground experience and 
enlivening the new waterside development and promoting 
retail and leisure activities.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며 활발한 지상층을 계획.

오슬로 중앙역 부근 및 해안가에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고 지상층을 

활성화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각기 다른 구역에 선정된 건축가들 

및 조경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수변 개발에 활기를 불어일으키며, 

상업 및 레져시설 이용 촉진을 통해 활발한 지상층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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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nsara
Kuala Lumpur, Malaysia
다만사라, 쿠알라 룸푸르, 말레이시아

Role 
Lead Design Architects / Interior Designer

Client
Pavilion

Prestigious mixed-use project located in one of the 
most exclusive neighbourhoods in the Klang Valley 
positioned high up on the hills.

Damansara Heights is a 500,000 sqm prestige development 
located in Damansara Heights, one of the most affluent 
locations in Kuala Lumpur. 

Damansara Town Centre (DTC) is a high-end luxury 
development combining three 50 story deluxe residential 
towers and eleven premium office buildings. These 
addresses are set on top of a gracious landscaped 
podium, which has a collection of 100 top brand shops and 
restaurants, arranged in a generous and open layout. 

DTC is easily accessed in both directions by a sprint highway 
and is also served by two train connections: the underground 
and a new MRT station. Parking provisions allow for 
approximately 5,000 spaces at podium level.

Klang Valley 언덕 높은 곳에 위치하며 럭셔리 복합시설 프로젝트.

Damansara Height는 쿠알라룸푸르의 부촌 중 한 곳이며, 

500,000sqm 이상의 복합 시설 개발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Damansara Town Centre (DTC)는 하이엔드 럭셔리 주거용 타워 3개와 

11개의 프리미엄 오피스, 100개가 넘는 최고급 브랜드 가게 및 음식점이 

모여 있으며 개방적인 오픈플랜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급 복합시설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DTC는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지하철과 새로운 MRT역과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총 5,000대의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고객 및 입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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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 Razak Exchange (TRX)
Kuala Lumpur, Malaysia
TRX 프로젝트, 쿠알라 룸푸르, 말레이시아

Role 
Concept Design Architects

Client
Lendlease

Park in the sky. A rooftop destination. 

We were appointed to undertake the retail and hotel planning 
and concept work for this mixed use development with the 
retail sitting under a 10 hectare elevated park. The site is 
located to the South East of the traditional city core and 
commercial district and is surrounded by large thoroughfares. 

The goal of the development is to create a living breathing 
‘organic’ financial centre defined by the overarching concept 
of integration and further realised by the definition of no 
setback requirements within the development to allow 
greater integration and commingling of uses and dynamic 
connections between buildings and precincts.

하늘 위 공원. 루프탑 목적지.

우리는 10헥타르가 넘는 TRX 복합시설 프로젝트의 상업시설과 호텔 

타워 컨셉 게획을 담당하였습니다. 부지는 도심과 상업지구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주요도로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개발 목표는 살아서 숨쉴 수 있는 ‘유기적’인 새로운 금융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다. 건물간의 통합, 혼합, 다이나믹한 연계를 통해 

어떠한 장애도 없는 환경을 구획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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