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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 Valley Cabin
Feldman Architecture

디디자자인인 펠드만 아키텍쳐 시시공공 JP 빌더스 지지붕붕 녹녹화화 및및 조조경경 디디자자인인 조리 후크 구구조조기기술술 유 스탠드버그 엔지니어링 토토목목기기술술 러

퍼시픽 엔지니어링 그룹 사사진진 조 플레처

DDeessiiggnn Feldman Architecture CCoonnssttrruuccttiioonn JP Builders GGrreeeenn RRooooff aanndd LLaannddssccaappee DDeessiiggnn Jori Hook SSttrruuccttuurraall EEnnggiinneeeerr Yu

Strandberg Engineering GGeeootteecchhnniiccaall EEnnggiinneeeerr Miller Pacific Engineering Group PPhhoottoo Joe Fle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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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HOUS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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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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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밸리리 오오두두막막

밸리 오두막의 예술가 및 열정적인 정원사/요가 애호가인 거주자들은 상상력을 사

로잡을 수 있는 공간에서 은퇴 후 활동을 찾고 있다. 오랫동안 그들의 주택이었던 가

파르게 경사진 지역은 인상적인 소나무와 삼나무 숲 안에서 호젓하면서도 감을 불러

일으키는 전망을 제공해 왔다. 거주자들의 계획을 독립된 오두막으로 분리시켰으며,

현장을 기존의 나무들로 최소한으로 다시 경사지게 만들고 그 사이에 두 개의 작은 구

조물을 배치해 서로 다른 숲 전망을 제공하게 만들었다. 예술가들이 내려다 볼 수 있

는 저층 건물의 조림된 지붕은 퀼트 모양의 정원을 제공하고 있다. 녹색 지붕은 산비

탈과 결합하여 정원일을 좋아하는 고객들의 캔버스가 된다. 스튜디오의 단순하고 현

식인테리어는숲을반 할수있는공간을제공한다. M

An artist and an avid gardener/yoga enthusiast, the Mill Valley Cabins residents
were looking to situate their growing retirement pursuits in spaces that would
capture the imagination.  The steeply sloping site that had long been their home
offered seclusion and inspirational views within a woods of impressive pines
and redwoods. Dividing their programmatic needs into separate cabins allowed
the two small structures to be placed lightly between existing trees with
minimal re-grading of the site and gave each a different view of the woods. The
planted roof of the lower building provides a quilt-like garden for the artist to
look down upon. The green roofs blend with the hillside and provide a canvas
for the client’s love of gardening. The simple and modern interiors of the studios
offer spaces for quiet reflection among the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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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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