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의 철학 위에 세워진 완벽한 공간을 꿈꾸다

City Apartment Upside Down
취재 허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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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움직이는 회색 빛 도시의
움직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도심
의 고층 아파트. 그 외부와는 단절된
고요함과 여유, 밝은 빛으로 가득한
작은 섬 속으로 당신을 초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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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 COEN! design agency(+31 402 363 044)
Location / Eindhoven, The Netherlands
Area / 200㎡
Photography / COEN! design agency



184 스튜디오 공간 역시 주거와 이어진 디자인 컨셉트를 적용해 전체적인 통일성을 높 다.

모던한 인테리어를 배경으로 색채감이 돋보이는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여 풍부한 감성을 표현했다.

화려한 악센트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세련된 주거 이미지를 이루고자 했다.  

CITY APARTMENT UPSID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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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스튜디오기능을포함한주거공간을디

자인하는것을목표로하는이번프로젝트는네

덜란드 디자인 그룹 COEN! design agency의

메인디자이너Coen van Ham을위한장소이기

도하다. 따라서이번공간속에서는기존에그가

선보여온디자인작품들의성격및철학이강하

게반 되었다고할수있다.

프로젝트City Apartment Upside Down은

국건축가Neave Brown이고안한아파트내에

위치하고있다. 이아파트의맨위층으로는가든

테라스가 마련되어 도심 속 싱그러운 초록의 파

라다이스와같은휴식공간을제공한다는것이특

징이다. 

아파트의 맨 위층으로는 가든 테라스가 마련되어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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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디자이너는먼저기존의요소들이조화될수있는공간연출을의도했다. 특

히, 유리와 돌, 나무와 같은 순수하고 따뜻한 물질들이 완벽하게 결합되는 순간의

강렬한이미지를중요시했으며, 포인트가되는화려한악센트컬러와함께세련되

고스타일리시한주거이미지를이루고자했다.  

아울러이번프로젝트의주요한컨셉트는‘Upside Down’으로, 기존주거공간구

조와달리침실이아래층에, 거실이위층에배치되어아름다운시야를감상하기에

보다적합하다. 유리와 돌, 나무와 같은 순수하고 따뜻한
소재들로 공간을 연출하고자 했다. 

CITY APARTMENT UPSIDE DOWN

안정감을 주는 내추럴 스타일의 인테리어로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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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하지만 의미심장한 포인트 요소들로 흥미를 유발한다. 

침대를 비롯한 사이드 테이블, 아트월 등의 주요 가구들을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해 전체 공간의 완성도를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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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 스타일의 세련된 분위기가 특징인 욕실 인테리어.

주거와 작업 공간을 서로 가깝게 배치하여 오픈된 시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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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는인테리어디자인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공간속

주요 가구들을 직접 제작했는데, 작업실에 놓인 침대, 대나무

소재의욕실가구및거실의화이트하이 로시찬장등이그것

이다. 이러한가구들은화이트와그레이톤의절제된배경과어

우러져모던한감각을더하고, 거주자의생활공간이자업무공

간으로써의두가지역할을동시에충족시켜준다. 

또한자칫너무삭막하게느껴질수있는공간곳곳에디자이

너Coen van Ham이직접그린그림을비롯해네덜란드출신

의 예술가 Bert Vredegoor, 사진작가 Margriet Smulders,

Erwin Olaf와 같은 색채감이 화려한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여

풍부한 감성을 부여했다. 특히 디자이너는 지난 2006년 전국

방송 채널을 상징하기 위한 테스트용 그림을 고안하여 미디어

건물의월패널과윈도우등에적용한바있는데, 그때잘알려

진16개의그림시리즈를다시한번재해석해스튜디오의벽면

에일렬로전시하기도했다.    

그리고주거와작업공간이서로가깝게위치하여시야적으로

오픈되어있기에, 이들사이의미묘한밸런스를조절하는것이

중요했는데, 이는 소품을 통한 세심한 배려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따라스튜디오에는언제나싱싱한, 그리고향긋한꽃을감

상할 수 있도록 해 작업환경을 더욱 부드럽게 하고, 이의 화병

역시디자이너Coen van Ham이직접디자인한제품이라는점

에서더욱의미가있다. 

이렇듯City Apartment Upside Down는가능한몇가지수

단을 사용하여 최상의 결과를 달성한다는 디자이너의 철학이

녹아든기능적이고도세련된공간으로완성되었다. 

CITY APARTMENT UPSIDE DOWN

화이트와 그레이의 대비된 컬러 매치가 강한 인상을 전달하는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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