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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for      
divorced single’s
Luxury rent house



Background
Targeting 

1인가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의 증가가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가구주의-연령-가구원수별-추계가구-시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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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Divorced single’s
Target

이혼의 증가와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신조어(돌싱),             
인터넷 카페 등 새로운 문화를 가진 소비계층 등장. 

Character 
-  자기애


-  높은 구매력


-  생활의 변동성 
Second Marriage 
or 
Single Life



Suggestion
for divorced single’s

Luxury Rent 
House 

Single Life Second MarriageFlexible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는  

Divorced single’s에게 

Buy House보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Rent House를 제안한다.



Floor plan
AutoCAD

1st floor

2nd floor



Floor plan
1st floor 

주방 겸 거실은 지인들과 함
께 Tea time을 즐기거나  
스포츠 경기를 함께 관람하
기에 충분 하다. 

복층 구조로 트인 천장은 거
실이 한층 더 넓어보이는 효
과를 준다. 

하룻밤 묵어가는 손님을 위
한 Guest room도 준비되
어 있다.



Floor plan
2nd floor 

업무에 지친 당신에게 쾌적한 
작업공간이 필요하다.  

넓은 창으로 탁 트인 조망과 
채광이 들어오는 서재는 쾌적
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것이
다.  

서재에서 침실까지 동선을 최
소화 하였으며, 불투명 유리
창은 자연광을 조절 할 수 있
어 숙면을 도울 것이다. 



Material&Color
Industrial,Mild&Luxury

Luxury

Industrial Mild

Industrial한 거친 자제들 사이에  

따뜻한 색감의 나무로  

Balance를 잡았다. 



Material&Color
Industrial,Mild&Luxury

BalanceIndustrial M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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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Interior, Exterior



Interior - Resort
Room 휴식을 취하러온 고객들에게  

최고의 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나무 난간의 높이를  

60cm낮추고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보강 하였다.  

쇼파에 앉거나 누워서도 트인 전망을 조망할 수 있다.  



Interior - Resort
Restaurant

휴가의 여유를 만끽 할 수 있도록 트인 전망과 

햇살이 잘 들어오는 창가에 식탁을 배치 하였다.  

노랑계열의 대리석과 나무 기둥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어  

편안한 느낌을 연출하였다.



Exterior
Cafeteria

길을 가다 커피 한잔이 생각날 때, 카페를 선택하는 정보는  

매우 한정적이다. 하지만 해질무렵 발견한 달과 은하수를  

옮겨다 놓은 Cafeteria를 본다면 누구라도  

그냥 지나치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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