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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this only farm house on the southern hillside of Bezau. It is old and has the most prominent site of 
the village. The architectural challenge was to remove the old stable and extend the building with a modern 
wooden house on three floors for the client and his family. 
The remaining front building keeps inhabited by the uncle. The project is one answer on how to solve the local 
issue of a high number of vacant farm houses. The goal was to create a building which appears in a reduced 
and discreet manner. It is obviously not a stable, but why does it have only three openings?
One approaches the house from the east. After driving down the hillside one reaches a small square, stretched 
out between the building and the garage building, which got completely built in the hillside and serves both 
housing units. This square is also the children’s playground, shaded in summer. The two entrance doors, the 
two varying wooden facades, the intersection line between old and new become obvious at this moment. The 
partially renovated old building on the east side, the new building on the west side. All covered by the same 
new roof, built on a white plastered base. The main interior materials of the new house are exposed concrete 
and silver fir, the common regional wood. 
The staircase with its wooden bars filters the light and links all three floors - the entrance room, sleeping- and 
bathrooms on top, the kitchen, dining- and living room in between and the sauna underneath. 
The interior surprises with generous rooms, all with a spectacular look into the mountains. The clue is the 
varying shading solution on each floor. The sleeping- and bath rooms have glass windows from floor to ceil-
ing, leading on a small balcony. The balcony is wrapped with conical wooden bars. This filters the light and 
extends the angle one is able to look into the outside. In front of each room a folding shutter can be opened to 
allow a view without any filter. Kitchen, dining and living area are set in one spacious room. The huge wooden 
windows can be opened along the south side. The balcony becomes the extension of the interior. The only 
large opening of the building is on the south facade of this floor and allows a direct view into the landscape all 
year round. Discreet generosity.

previous page. 서쪽에 지어진 신축 건물은 노출콘크리트와 이 지역의 은색 전나무를 마감재로 사용했다.

this page_top. Haus W 도면.

this page_bottom. 건축물은 어느 공간에서든 외부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게 설계됐다.

this page. 발코니는 원추형 목재 바에 둘러싸여 있다. 이로 인해 빛이 적당히 차단되어 바깥 풍경을 더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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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자우(Bezau)의 남쪽 비탈에는 한 개의 농장이 있다. 낡고 오래된 농장이지만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

는 곳이다. 이곳을 건축할 때의 과제는 오래된 마구간을 없애고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을 위해 3층으로 

된 현대적인 목조 주택으로 건물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동쪽으로 난 출입문으로 집을 드나들 수 있으며, 앞쪽에 남아있는 건물에는 삼촌이 거주하고 있다. 언

덕 아래로 내려가 보면 건물과 차고 사이로 뻗어있는 작은 광장이 나타난다. 광장은 언덕 위에 지어져 

있으며 두 건물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름에 시원한 그늘이 지는 이 광장은 어린이 놀이터로도 이

용이 가능하다. 특히 두 개의 현관문, 두 개의 다채로운 목재 파사드 그리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사

이의 균형이 이 순간 선명히 드러난다. 

동쪽에는 일부를 개조한 옛 건물이, 서쪽에는 신축 건물이 있다. 두 건물 모두 흰색, 회벽 토대 위에 

동일한 디자인의 새 지붕이 덮여 있다. 새집의 인테리어에는 주로 노출 콘크리트와 이 지역의 은색 전

나무를 사용했다. 계단에는 목재 바가 설치되어 있어 빛을 걸러내며, 세 개의 층을 연결하고 있다. 현

관, 침실, 욕실은 가장 위층에 있고, 주방, 식당 및 거실은 중간층에 있으며, 사우나는 그 아래에 위치

하고 있다. 

내부의 방들은 놀라울 정도로 넓으며, 어떤 방에서든 아름다운 산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이는 각 

층에 다양한 음영 솔루션을 도입한 덕분이다. 침실과 욕실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유리창으로 마감되어 

있고 이 유리창은 작은 발코니로까지 이어져 있다. 발코니는 원추형 목재 바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덕

분에 빛이 적당히 차단되어 바깥 풍경을 더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다. 각 방 앞에 있는 접이식 셔터를 

열면 빛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바깥을 감상할 수 있다. 넓은 주방과 식사 공간 및 거실은 한 곳에 마

련되어 있다. 거대한 나무 창문은 남쪽 방향으로 열 수 있다. 

this & right page. 1층에는 사우나, 2층에는 주방과 식당, 거실이 위치해 있으며, 3층은 현관, 침실, 욕실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는 은색 전나무의 부드러운 결을 살려

낸 점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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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 1층에 마련된 사우나 공간.

right page. 계단은 목재 바가 설치되어 빛을 걸러내고 세 개의 층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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