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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1. Reception
2. Conference room
3. Open office
4. Private office
5. Kitchen
6. Nap room
7.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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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ion - reception

OPEN
TO

OFFICES

OPEN
TO

OFFICES

OPEN
TO

HALL

Elevation - corridor

Elevation A

Elevation B

Private office Hall of office area Open office

Inside of private office



87

Library

A growing technology investment firm was seeking a light-filled design for 
their new office space. As is often the case in the historic buildings of the 
San Francisco’s Presidio, structural concrete columns and ridge skylights 
imposed a repetitive infrastructure that could not be altered. These fixed 
elements acted as a source of inspiration for the design. The rhythm of the 
exposed columns organizes a progression through the office and serves 
various programmatic needs of the employees and guests. 
Arriving from the elevator lobby, staff and visitors are greeted by a continu-
ous wood-clad wall with a pivoting door that veils the reception area and 
the lush landscape of the Presidio beyond. The double-height reception 
area features a large living wall inspired by the natural setting. Two wood-
clad compression corridors branch off from the reception area, aligning 
with the existing columns and pulling visitors and employees through the 
space. These corridors lead to private offices and spill out into large, dou-
ble-height public spaces, including a library and an open office. These pub-
lic spaces are warmed by natural light sculpted down from the ridge sky-

lights. The palette of wood and painted white steel accentuates the existing 
materials and the contextual landscape beyond. 

성장 중인 한 기술 투자 회사가 자연광이 풍부하게 들어오는 새로운 사무 공간 설계를 의

뢰했다.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의 역사 건축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반 구조인 

콘크리트 기둥과 용마루 채광창은 개조가 불가능했으나 이러한 제한을 오히려 설계에 이

용하였다. 노출된 기둥들은 사무실을 통과하며 율동감을 만들어내고, 직원 및 고객을 대

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용된다.

엘리베이터 로비에 도착하면 목재판으로 마감한 연속적인 벽면과 회전문 너머로 안내 공

간과 프레시디오의 풍경이 가려져 있다. 이층 높이의 안내 공간은 자연 환경에서 영향을 

받은 대형 생태 벽이 특징이다. 목재로 마감한 두 개의 복도는 안내 공간에서 출발하여 기

존의 기둥들과 함께 방문객과 직원들의 발길을 인도한다. 이들 복도는 개별 사무실을 지

나 도서관과 개방형 사무실을 포함한 이층 높이의 대형 공공 장소로 이어진다. 용마루의 

채광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공공 구역에 온기를 전달한다. 나무와 백색으로 도장한 강

철은 기존 재료와 주변 풍경을 돋보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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