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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Gaspé House
La SHE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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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설설계계 라 쉐드 아키텍쳐

위위치치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 용용도도 주거시설 규규모모 지상 2층 사사진진 막심 브루이에

LLooccaattiioonn Montreal, Quebec, Canada UUssee Residence BBllddgg.. SSccaallee 2F PPhhoottoo Maxime Brouillet 

가가스스페페 하하우우스스

라 쉐드 아키텍쳐는 거리의 다른 집들과 조화를 이루는 진흙 벽돌을 사용한 현 적인 파사드를 연구하 다. 개구부

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수직 창문을 체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지만, 벽돌로 장식하는 것에 한 작업은 전통적인 장

식품의 전형적인 벽돌을 현 적인 방식으로 상기한다.

거실과 현관 사이에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구 근처에 옷장, 욕실, 보관소 등의 서비스 공간이 포함된 소

형 볼륨을 배치하 다. 이 볼륨을 지나 부엌에 도착하면 공공 공간과 정원을 볼 수 있다. 이곳은 부엌과 나란히 있

으며, 천장고를 두 배로 하여 아래에도 빛이 들어오게 하 다. 이 공간은 애쉬 슬레이트로 된 두 개의 캐비닛 사이

에 둘러싸여 있으며 빛을 걸러내고 공간 제한에 한 인식을 즐긴다. 계단의 꼭 기, 높이가 두 배인 공간에 위치한

열린 통로는 침실과 욕실에 한 접근을 통제한다.

창백한 나무와 강한 조의 따뜻한 팔레트는 집에 친숙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제공한다. 집의 뒤편에는 테라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 볼륨을 빼면서도, 기존의 볼륨을 유지하 다. 따라서 더 자연스러운 빛과 더 좋은 시각

적 여유를 제공하고, 정원의 도를 완화한다. 이러한 구성은 이웃의 오래된 창고 모양을 상기한다.

La SHED architecture chosed to work a contemporary facade where clay brick combed dark aligns

with that of other houses in the street. Remodeling openings also helped replace the vertical windows,

while a relief work on the brick crowning recalls, in a contemporary way, traditional ornamentation

typical masonry sector.

Inside a compact volume containing service uses (wardrobe, bathroom, storage) was positioned near

the entrance to provide privacy between the living areas and vestibule. Once bypassed the volume, the

arrival in the kitchen offers a clear view of all the public areas and the courtyard. Stay aligned with the

kitchen has a double height space brings brightness present on the floor to the ground floor. This

space is framed between two cabinet elements in ash slats, filtering the light and playing on the

perception of space limitations we have the living room. At the top of the stairs, an open passage on

the double-height space governs access to the bedrooms and the bathroom. This movement,

punctuated by the multitude of sliding doors, offering to passing a set of plans in motion evolving

course of the day.

A warm palette of pale wood and strong contrasts gives the house a friendly family atmosphere. At the

rear, the original volume of the house was preserved while subtracting a volume on the floor to

accommodate a terrace. This move will relieve the density constructed on the court, by providing more

natural light and better visual clearances. The set recalls the shape of old warehouses everywhere in

the neighbo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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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Hills House 
La SHE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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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설설계계 라 쉐드 아키텍쳐

위위치치 캐나다 퀘벡 용용도도 주거시설 규규모모 지상 1층 사사진진 막심 브루이에

LLooccaattiioonn Morin-Heights, QuÈbec, Canada UUssee Residence BBllddgg.. SSccaallee 1F PPhhoottoo Maxime Brouillet

블블루루 힐힐스스 하하우우스스

가파른 경사면의 늪지 에 위치한 단층의 주택은 나무 사이사이로 보이며, 거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거주자와

건축가의 바람에 따라, 집은 환경과 이중적인 관계를 맺는다. 외부에서는 가능한 한 신중하게 가려져야 한다. 반면

내부에서는 집은 그 주위로 완전히 열리며 거주자는 매일 변화하는 풍경을 만난다. 이 두 경우를 만족하기 위해 집

은 로렌시아의 거칠고 웅장한 곳으로 향한다. 세련미와 단순함을 통하여 블루 힐스 하우스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

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 편안하고 여유롭고 가벼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집에서의 생활이 원한 휴가처럼 느껴

진다. 

Perched on a steeply inclined surface over swamps, the single story residence slides gracefully

between the trees and is only hardly visible from the street. As per the occupants' and architect's

wishes, the house has a dual relationship with its environment; from the outside, it is camouflaged in

its setting and is as discreet as possible. From the inside, the house is completely open to its

surroundings, and its occupants are met with scenery that is in constant evolution. In both cases, the

house gives way to the wild grandeur of the Laurentians. The Blue Hills House, through its refinement

and simplicity, allows for a harmonious coexistence between man and nature. By establishing a

comfortable, relaxed and light environment, living in this home is akin to perpetual h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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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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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ebonne
La SHE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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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설설계계 라 쉐드 아키텍쳐

위위치치 캐나다 퀘벡 테르본 용용도도 주거시설 규규모모 지상 2층 사사진진 막심 브루이에

LLooccaattiioonn Terrebonne, Quebec, Canada UUssee Residence BBllddgg.. SSccaallee 2F PPhhoottoo Maxime Brouillet

테테르르본본 하하우우스스

전형적인 90년 의 방갈로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테르본 하우스는 큰 나무들이 우거진 지에 자리한다. 새로운 주

택은 그것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인 스플릿 레벨을 보존하면서 원래의 집과 같은 지 위에 지어졌다. 이 원칙이 새

로운 건물의 핵심이다. 위층의 건물과 결합된 테르본 하우스는 혼자 사는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계되

었다. 140m2의 작은 공간이지만 자연 채광이 풍부한 넓은 방을 제공한다.

사적인 공간과 공동 공간 사이의 명확한 계층 구조를 확립하는 도움이 되는 서로 다른 일련의 기능을 위해 설계한

3개의 분리된 레벨이 있다. 이 구역은 서로에 해서는 개방되어있고, 계단에 의해 만들어진 단으로만 나누어진다.

외부는 천연 삼나무 사이딩으로 덮여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색하여 결국 주변 숲의 나무의 색과 유사하게 변

한다. 검은색의 프레임으로 둘러싸인 단순한 개구부는 집의 가파른 볼륨을 강조한다. 이전의 차고는 양쪽 끝이 열린

주차공간으로 교체하 으며 비어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개방성은 투명성을 형성하며, 모든 큰 개구부와 마찬

가지로 자연이 그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Born from an extreme transformation of a typical 90's bungalow, the "Terrebonne House" is located

on a vast wooded plot of land. Although certainly contemporary, the new residence is built on the same

foundations as the original house while preserving one of its principal characteristics; split levels. This

principle is at the very heart of this building's new architecture. This thorough building overhaul, in

combination with a larger upstairs, was designed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a person living alone.

Despite a small 1500 square foot living space, the residence offers vast open rooms with an

abundance of natural lighting.

The house now features three split levels that are each designed for a distinct set of functions that help

establish a clear hierarchy between intimate and communal zones. These zones are designed to be

very open in relation to each other and are only divided by the threshold created by the flights of stairs. 

The exterior is covered in natural eastern cedar siding that will fade over time to eventually further

bear a resemblance to the bark of trees in the surrounding woods. Simple openings surrounded by

black frames serve to punctuate the sheer volume of the house. The former garage has been replaced

with a covered parking space that's open on either end, and thus gives the impression that it was

emptied. This openness creates a sense of transparency that, like all large openings, provides the

space for nature to reclaim it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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