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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CONCEPT 

             60대 부부, 도시의 틀을 나와 향수가 느껴지는 그런 곳으로… 
                그들만의 여유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그들의 쉼터.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려는 부모님들을 위한 공간. 실내는 모던하고 현대적이면서도 아늑함과 편안한 느낌을 
살린 실내 공간과 잔잔하며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맑은 공기가 어우러져 그들의 답답하고 정신 없던 삶에 휴식을 
주고자 한다. 
 
 
    

 

休 (휴) : 쉬다 



CLIENT 

•은퇴 혹은 은퇴 준비중인 50대 후반~60대 
 

•교외 전원주택을 희망하는 고객 
 

자연소재의 마감재와 가구재 사용으로 부드러운 분위기 조성 Yellow 계열의 라이팅 Room 최소화  

CLIENT NEEDS 

•따듯한 조명 
 

•답답하지 않고 탁 트인 공간 
 
•현대적이면서도 딱딱하지 않은 디자인 
 
 
 
 



SITE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서울과 근접한 거리에 있고 그린벨트 이기도 하며 
다수의 전원주택이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의 관광지중 청정의 대표 이미지 인 청평 그
리고 가평 과 근접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풍경과 자
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COLOR      

BLACK 

갈색과 조화를 이를 수 있는 검정색은  
고급스러움과 차분한 이미지를 연상 시
킨다. 조리대, 세면대 와 테이블 에 사
용 함으로서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했다. 

고급 

차분 

BROWN 

천장과 바닥에 사용해 거주자의 마음을 
따듯하면서도 편안 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면서도 자연스
럽고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시켜준다. 

대지 

안정 

건실함 

WHITE 
순수 

청결 

전체적인 벽지와 욕실에 사용되었다. 
하얀색의 욕실 배경과 소품들로 깔끔
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강조하며 검정
색과 갈색의 고급스러움과 조화하여 
깔끔한 느낌을 더한다. 



MATERIAL     



MATERIAL     



FLOOR PLAN 



ISOMETRIC 

•오픈 형 복 층 구조로 한층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며 침

실은 천장고를 낮춰 편안한 수

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쇼파와 식탁은 가족이나 지인
이 방문할 경우에도 넉넉한 크

기로 구성하였다.  

 

•창문 하단을 막아 시각적 안정
성을 주었으며 큰 창으로 채광

에는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1F 

2F 



     Dining Area 
 
 
 전체적으로 나무 질감을 주어 

 
 친환경적이며 조명의 노란색  

 
 빛과 어우러져 편안 하면서도  

 
 안락한 느낌을 주도록 했다. 

RENDERING IMAGE 



        Kitchen 
 
 
 블랙과 화이트로 모던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가구의 자재를 나무로 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하였다. 

RENDERING IMAGE 



      Bed Room 
 
 
 브라운과 화이트로 안락함을 

 
 강조해 연출하였다. 천장고도  

 
 다른 구역보다 낮아 안락하고 

 
 안정적인 수면에 도움이 된다. 

RENDERING IMAGE 



         Toilet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을 사용 

 
 하여 깔끔함을 강조시키고 블랙 

 
색상의 가구를 넣어 단조로움을 

 
피하고 세련되게 표현하려 했다. 

RENDERING IMAGE 



CAFE 



CONCEPT & CLIENT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현대인들의 삭막한 삶 
       그러한 회색속 도시에서 잠시 라도 그들만의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하는 장소 
 
현대의 사회속에서는 항상 일사분란 하게 움직이는 현대인들의 모습, 갑갑한 도심속에서 부드럽고 온화한 나무소재
의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자연속의 편안함을 조금이라도 느낄수 있게 하여 피로한 심신을 회복시켜주고 지쳐있던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힐링의 공간을 제공 하고자 한다. 
 
 
 
    

 

安 (안) : 편안 



SITE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 특별시 강남구 
 
 
항상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 많은 강남, 유동인구도 
많고 구매력도 높다.  
 
 



COLOR      

자연 

가장 많이 보이는 색감으로 바닥, 테
이블, 의자 등 나무 라는 자연의 이
미지로 사람들의 정서를 자연의 느낌
을 전달 함으로써 심신 안정의 도움
을 준다.  

견고 

고급 

온화 

아이보리 색상은 화사 하면서도 온화하
고 고급스러운 색상중에 하나이다. 
어떠한 색상과도 잘 어우러 지며 보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전달해주기도 한다. 

IVORY 



RENDERING IMAGE 

     Dining Area 
 
 
 전체적으로 나무 질감을 주어 

 
 친환경적이며 조명의 노란색  

 
 빛과 어우러져 편안 하면서도  

 
 안락한 느낌을 주도록 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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