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밖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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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lla “Residence AM”, located in the best area for viewing Stuttgart, offers a fantastic view of the city from all 
three floors and provides a place to live luxuriously. The house was completely gutted and then renovated from the 
ground up. The front, which faces the city, was completely opened up, in order to optimize the view of the city.
A free floor plan offering a lot of space for flexibility, along with architectural materials coordinated with each other 
provide flowing transitions of the individual living areas, which work well together. The form language has been mini-
mized and kept clean, on the inside and on the outside, underlining the spaciousness and openness of this residential 
house. The opened front and the many open areas with their positive visual relationships contribute to a modern and 
very Mediterranean feel.
There is a double garage on the ground floor level. A guest restroom and an open patio are attached to the entryway 
area, which floods the entire ground floor with light. The ground floor also offers the owners of the house a sauna area 
and relaxation area.
The second floor has living, eating, and kitchen areas. In addition, there is a spacious terrace area on that floor, which 
– in one direction – orients itself toward the city, and in the other, toward the garden; protected and private. The third 
floor has a master bedroom with a bath, and a second room. An office for receiving clients, and a spacious second 
bathroom complete the villa.

previous page. 전면부가 완전히 오픈돼 있어 도시의 모습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left page. 커다란 창이 인상적인 Residence AM의 외관.

this page. 장식을 최소화하고 안팎을 정갈하게 유지해 공간감과 개방성을 강조했다.

142 Monthly Magazine ehousing_ 143



this page. 내부는 화이트 톤을 베이스로 깔끔하게 디자인했다.

right page. 창밖으로 보이는 자연 풍경과 원목 테이블이 어우러져 야외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창문 너머로 슈투트가르트 시내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Residence AM은 세 개의 층 어디에서나 멋진 전망을 감

상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거쳐 탄생한 이 공간은 도시와 접한 빌라 전면부가 완전히 오픈돼 

있어 도시의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탁 트인 전경 덕분에 마치 자연 속에 있는 듯 편안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Residence AM은 탁 트인 전경만큼이나 자유로운 구조를 가진 공간이다.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조화로운 건축 자재를 이용해 개별적인 생활공간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했다. 형식적인 요소를 최소화하

고 안팎을 정갈하게 유지해 공간감과 개방성을 강조했다. 개방된 전면부와 오픈형 구조로 인해 모던한 지중해풍 감

각이 돋보인다. 

1층은 입구 통로와 개방형 파티오를 붙여 밝게 연출했다. 두 개의 차고와 손님용 화장실, 사우나 공간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다. 2층은 생활 및 식사, 부엌을 위한 공간이다. 내부는 자연스러운 우드 소재와 화이트 컬러를 사용해 편안

하게 연출했다. 한쪽은 도시, 한쪽은 정원을 향한 넓은 테라스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사적인 공간이 된다. 3층은 욕실

이 딸린 부부용 침실과 작은 방이 하나 있다. 또한,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사무용 공간과 널찍한 두 번째 욕실이 빌라

의 전체적인 구조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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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page. 고풍스러운 이미지의 나선형 계단으로 포인트를 줬다. 

this page. 어느 층에서나 바깥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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