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D&T홀딩스(대표 이봉현)는 상권 특성에 맞는 콘셉트를 확정한 후 콘셉트에 맞는 스토리텔링

을 구현하여 각각의 공간 디자인을 기획해서 테넌트(임차인)를 입점시키는 기업이다.

D&T홀딩스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F&B, Beauty, Cosmetic 파트너들을 각각의 콘셉트, 테마에 

맞는 상업시설에 입점시키고 있는데, 시화 MTV 거북섬 메가스퀘어에는 키테넌트 매장을 Born in 

Nature 콘셉트로 핵심지역에 유치시켜 오랜 시간 정성과 땀으로 이룬 품격과 아이덴티티를 각 요

소마다 구현시킬 예정이다.  글  편집부  사진 (주)D&T홀딩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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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시화 MTV(멀티테크노벨리)의 약 300만 평 부지에 벤처, 연구개발, 유통, 해양관광, 레포츠 등 첨단 복합단지가 

조성된다. 도원그룹(회장 임광빈)은 시화 MTV 내 아시아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수변시설인 인공 서핑장 내 위락 상업시설인 거

북섬 메가 스퀘어 B/D(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024평)을 건축 중이다. 국내 처음 도입된 인공 서핑장(웨이브파크)에는 연

간 194만 명 정도 이용객들의 방문 예상하며 웨이브풀과 인공해변을 조성하여 국제 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해양관광, 레포츠 중심의 호텔 컨벤션을 유치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시화 MTV(멀티테크노벨리) 에는 고용 인원 26만 명의 자족

도시를 구성하며 생산 유발 60조 원을 예상하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다.

도원그룹은 공간 기획 전문 회사인 D&T홀딩스와 함께 시화 MTV 메가 스퀘어 B/D에 Born in Nature (자연으로부터의 탄생)

콘셉트로 F&B, Beauty, Cosmetic를 구성한다.

오랜 시간 자연의 맛을 담아내며 땀과 정성을 들여 이뤄낸 장인의 손길을 담은 결실은 아름답고 숭고하다. 각 층 구성마다 장인

의 커피와 베이커리 명장이 콜라보로 기획한 전문매장, 3대째 이뤄낸 두부요리 전문점, 오랜 시간 정성으로 만든 수제 단팥죽, 

45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만든 삼계탕 전문점 등 인문학적으로 구성된 노포의 매장과 특색 있는 공간구성을 기획해 만든 커피

거리와 지중해식 전문점, Beauty & Cosmetic으로 각기 다른 테마로 구성된 20~30대가 꼭 찾아와 즐길 수 있는 방문객들의 

핵심 매장들을 입점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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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는 높이 10m의 별마당도서관과 9m 높이의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화려함을 제공할 예정이다. 4층 루

프탑에는 바다의 배경으로 스몰 웨딩존, 포토존 등을 구성하여 드라마 화보, 웨딩 촬영 장소로도 사용하며 일반 고객 누구나 편

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역 명소로 이뤄질 것이다.

시화 MTV 내 거북섬 메가스퀘어에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이뤄냈다. 장인의 정신과 젊은 감각의 트렌디한 매장들이 특색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커피 장인과 베이커리 명장이 콜라보로 기획한 지역 명소, 40년간 한결같은 쭈꾸미 요리 전문점, 50년간 외

길을 걸어온 전문매장과 20~30대가 즐겨 찾는 지중해 식당, 특화된 Coffee Street, Beauty & Cosmetic 등 각 지역 명소

인 핵심점포들이 입점될 예정이다.

이제까지는 기존 상업시설에는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대형화된 프랜차이즈 매장, 대기업이 운영하는 전문점으로 구성되다 보니 

획일화된 테넌트(임차인) 매장으로 인해 소비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이에 D&T홀딩스는 17년 동안 F&B, 

리테일 브랜드 사업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별 매장 분석, 소비자 트렌드 등 다각도의 사업 분석을 통해 리테일 브랜드를 입

점시키고 있다. 도원그룹은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 부동산 전문 개발 사업을 이뤄낸 중견기업이다. 지금까지 많은 상업시설물들

이 획일화된 브랜드로 구성되다 보니 많은 고심을 하게 됐으나, 이번 D&T홀딩스와 동반관계를 구축하면서 시화 MTV 내 거북섬 

메가스퀘어 B/D에 Born in Nature(자연으로부터의 탄생)로 구성된 스토리 있는 공간 기획 테넌트 매장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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