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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n entering this dynamic space, one’s mind might not immediately jump to 

the quaint yet historic past embedded into the bones of this Battery St. location. 

In fact, if not for the humble design elements of Douglas fir beams, high 

ceilings, and stall like enclosures, there would be no indication of its original 

purpose. Named for its former usage, the Stable boasts not only a visually 

compelling layout of open conference rooms reminiscent of the ones that 

historically housed equine in the original 1909 Bricca Stables - but contrasts of 

rough and sleek, both formal and informal in its modest yet deliberate design. 

Each glass enclosure creates its own unique environment, while glass partitions 

allow natural light to reach into the depths of each individual compartment. 

Satin etched glass - a romantic nod to the fog that rolls in from the Bay - works 

to absorb and reflect the surrounding textures of wood and brick, camouflaging 

themselves into the rustic structure while offering an element of privacy to its 

occupants. Relaxed lounge furniture, colorful abstract rugs, and a large kitchen 

island that acts as a communal area bring a sense of home and intimacy into 

the workplace, creating a unique work-life balance: warm, subtle, focused, and 

clean. The classic masonry wall, now accented by clean, minimal partitions, 

culminates in a space both historically San Francisco while highlighting the 

modern evolution taking place in the city.   Text offer : Feldman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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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동적인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방문객은 배터리 가의 진기하면서도 고풍스런 정취를 맛보게 

된다. 미송 나무기둥, 높은 층고, 마구간처럼 에워싸인 공간으로 된 소박한 디자인 요소가 

없었더라면 공간의 본래 목적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전에 마구간으로 명명된 공간은 

개방형 회의실로서 시각적으로 주목되는 요소일 뿐 아니라 말이 사육되던 역사적인 1909 

브리카 마구간을 연상시키고, 거침과 매끈함의 대조, 격식을 차리면서도 편안한, 수수하지만 

섬세한 디자인으로 이뤄졌다. 각각의 유리 울타리는 고유의 독특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자연광이 유리 칸막이를 통해 개별 구획마다 깊숙이 들어온다. 새틴 삭각 유리는 작은 만으로 

안개가 밀려오는 듯한 낭만적인 인식을 주고, 나무와 벽돌의 주변 질감이 반영된 시골 풍 구조로 

변모하여 사용자에게 사적 공간을 제공한다. 편안한 라운지 가구, 다채로운 추상 양탄자, 

그리고 공공장소로 활용되는 큰 아일랜드형 부엌은 집 같은 친밀함을 사무 공간으로 가져오면서 

따뜻하고 미묘하며 집중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일과 삶의 독특한 균형을 만든다. 고풍스런 

석조 벽은 깔끔하고 미니멀적인 칸막이로 강조되어 역사적 샌프란시스코의 공간으로 극대화된 

동시에 도시의 진화된 현대적 면모가 도드라진다.   글 제공 : 펠드먼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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