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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LaSalle 

Location Hong Kong, China

Function Residential facility

Site area 840㎡

Total floor area 4,197㎡

Stories 19FL

Finish Granite, Aluminum, Curtain wall 

Structural engineer AECOM

Client Kerry Properties Limited

Photographer LWK + PARTNERS

LWK + PARTNERS

10 LaSalle rests on a corner site in Hong Kong’s covetable low-
density neighborhood of Ho Man Tin, which is traditionally best 
known for its concentration of top schools and well-established 
academic culture.
LWK + PARTNERS took full advantage of the tranquil environment 
with a building orientation that maximizes the angle of view 
towards the famous Lion Rock and nearby cityscape, further 
facilitated by large glass windows letting in generous sunlight. The 
slender 19-story single block is also set back from the street to 
mitigate the blocking of views by nearby buildings, especially for 
lower units, while at the same time reducing any street canyon 
effects.  
A curvilinear language is found across the whole building to achieve 
unity and connectivity at 10 LaSalle. A keyspace representing this 
would be the residents’ clubhouse, stilted on the first floor with 
recreational facilities and social spaces for people to meet and 
relax. 
In response to the urban context, a bespoke design concept is 
tailored to infuse the essence of literature (reading) into residential 
property and bring about their harmonious integration with 
academic vibe. The clubhouse is intended as a metaphor for an 
opened book with flipping pages. It is a pod-like structure built 
from volumetric design, and we wrapped it in vertical bronze 
architectural fins all the way from floor to ceiling for a sense of 
continuity. At dusk, light spills out through the louvers producing a 
beautiful space that glows in the leafy streetscape.
 
The building incorporates a diversity of shiny and rough textures to 
spark an interesting dialogue of space and materials. The frontage 
features extensive glass cladding punctuated by premium granite. 
Balconies have curved glass balustrades lined with slim bronze 
railings, integrating with the architectural style across the whole 
building and responding to the design concept of the ‘flipping book’. 
Lobby walls feature ‘sheets’ of stone that flap up like worn pages of 
a well-read book, accentuated by gentle backlight for added depth. 
Outside, façades at the base of the building are made with bespoke 
parallelogram-shaped masonry. 

10 라셀은 홍콩의 저밀도 지역인 호만틴의 한 모퉁이 부지에 자리잡고 

있다. 호만틴은 전통적으로 우수 학교와 체계적으로 확립된 교육 문화로 

잘 알려져 있다.

LWK + 파트너스는 유명한 라이언락과 인근 도시 풍경을 향한 시각을 극

대화하는 건물 방향으로 고요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큰 유리창으

로 많은 일조량을 확보했다. 또한 가느다란 19층 규모의 단일 블록은 도

로에서 셋백되어 인근 건물, 특히 저층 유닛의 시야 차단을 완화하는 동

시에 거리 협곡 효과를 줄인다.

10 라셀에서 통일성과 연결성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 전체에서 곡선형 언

어를 볼 수 있다. 이를 대표하는 주요 공간은 1층에 사람들이 만나고 휴

식을 취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사교 공간이 포함된 주민들의 

클럽하우스이다.

도시적 맥락에 따라 맞춤형 디자인 콘셉트는 문학(독서)의 본질을 주택

에 적용하고 학구적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도록 맞춤화된다. 클럽하우스

는 넘겨진 페이지의 펼쳐진 책으로 비유된다. 볼륨감 있는 디자인으로 

지어진 유선형의 구조로 연속성을 위해 바닥에서 천장까지 수직 청동 건

축 핀으로 감쌌다. 해 질 무렵에는 루버를 통해 빛이 쏟아져 푸른 거리 

풍경에 빛나는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한다.

 

건물은 빛나고 거친 질감을 다양하게 결합하여 공간과 재료의 흥미로운 

대화가 이루어진다. 정면은 프리미엄 화강암으로 강조된 넓은 유리 외장

재가 사용되었다. 발코니에는 얇은 청동 손잡이가 늘어선 곡선 유리 난

간이 있어, 건물 전체는 건축 스타일이 통합되어 있으며 ‘넘겨진 책’의 

디자인 콘셉트에 부합한다. 로비 벽에는 많이 읽은 책의 낡은 페이지처

럼 펄럭이며 올라간 돌로 된 ‘시트’가   있으며, 부드러운 역광으로 강조되

어 깊이감을 더한다. 외부는 건물 기단의 파사드가 맞춤화된 평행 사변

형 벽돌로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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