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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rcorn Chalet
Tux Creative + Guillaume Kukucka Architecte

디자인 턱스 크리에이티브 + 윌리엄 쿠쿡카 아키텍테 위치 캐나다 애버콘 용도 주택 사진
맥심 브로이렛

Design Tux Creative + Guillaume Kukucka Architecte Location Abercorn, Canada Use House
Photo Maxime Brouillet

1. Chalet
2. Annex
3. Swimming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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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HOUS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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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trance
2. Main Bedroom
3. Private Bathroom
4. Dressing
5. Washroom
6. Bedroom
7. Bathroom
8. Living Room
9. Dining Room
10. Kitchen
11. Grocery
12. Balcony

Ground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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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 Leve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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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lcony
2. Bedroom
3. Bathroom
4. Office
5. Playground
6. Home Cinema
7. Utility Room
8. Technical Area
9. Storage

에버콘 샬레

쾌활한 전원 산업 미학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건축물을 통해 독특한 생활 경험을 창출해서 조화시키고,
열린 공간 및 아늑한 지역의 대조를 구현하는 것이다. 도로에서는 주택이 조촐한
현대 오두막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주택은 실제로 상호 연결된 4개의 대형 모
듈로 구성되어 있고, 몇 개의 오프셋 파사드로 되어 있으며, 각 모듈에는 지상
수영장과 차고/작업장을 내다보는 큰 창문이 있다.“이 건물은 중앙 안뜰과 별채
가 있는 농장을 회상하게 합니다.”
라고 디자이너는 말한다.

A Playful Rural Industrial Aesthetic
The aim was to create a unique living experience through architecture,
embodying contrasts of harmony, open spaces and cozy areas. From the
road, the house looks like a modest contemporary cottage. However it
actually consists of four large interconnected modules with several offset
facades, each containing ample windows that overlook an in-ground pool and
a garage/workshop. “The group of structures is reminiscent of a farm, with a
central courtyard and outbuildings.”says Guez.

영감: 산업, 축사 및 캠프장
“나는 이런 프로젝트를 본 적이 없습니다!”그는 현지에서 선택한 자신의 이해 관
계자와 공급자들로부터 이 말을 여러 번 들었다. 이들은 주택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의욕에 넘쳐 있었다.“돼지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그
는 웃으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프로젝트의 거칠고 재미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충격을 주려고 하였다. 흑색이나 금색으로 칠한 파형 또는 성형 판금과
같은 전통적인 외장재의 내부 사용은 실제로는 안쪽에 있지만 다른 장소에서는
바깥쪽에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캠핑을 할 때도 같은 효과를 얻는데, 이 때
에는 실제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자신이 마치 자연의 일부분인 것처럼 느끼게 됩
니다.”M

Inspirations: Industry, Barns and Campgrounds
“I have never seen a project like this one!” This sentence he has heard many
times among his stakeholders and suppliers, voluntarily chosen locally. They
were very proud and motivated to participate in the creation of the residence.
“Think of a pig barn” he would tell them with a laugh, trying to shock them
while pointing out the project’s rough and fun sides. The interior use of
traditional exterior cladding, like corrugated or profiled sheet metal, painted
black or gold, disrupts reference points and induces a sensation of being
outside, in another place, while actually being inside. “You get the same effect
when camping, where you feel as though you are part of nature and yet are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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