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

The Sharp Star City 
APT Interior
JWS Park Junwon Creator

디디자자인인 JWS 박준원 크리에이터 위위치치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면면적적 185m2 바바닥닥 리석, 원

목마루 벽벽 스웨이드 천천장장 천연 닥나무 벽지 사사진진 이도기획

DDeessiiggnn JWS Park Junwon Creator LLooccaattiioonn Jayang-dong, Gwangjin-gu, Seoul, Korea AArreeaa 185m2

FFlloooorr Marble, Wood Flooring WWaallll Suede CCeeiilliinngg Natural Wood Wallpaper PPhhoottoo IDO PLAN

Floor Plan

1. Entrance
2. Living Room
3. Kitchen / Dining
4. Bedroom
5. Bathroom
6. Balc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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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샵샵스스타타시시티티 아아파파트트 인인테테리리어어

더샵스타시티 주상복합 아파트는 장식을 위한 디자인을 배제하고, 입주자의 라이

프스타일을 고려한 현장이다. 현관, 주방, 거실, 침실, 욕실에 이르기까지 강한

컬러나 콘트라스트 사용을 자제하고, 오로지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장소이자 고

급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제안했다. 

Dining Room

전체 평형에 비해 답답한 공간구조를 가진 주방은 최 한 심플한 구성과 기존 벽

체 철거를 통해 개방감과 실용성을 강조했다. 개방감 확보를 위해 천장의 높이를

무려 30cm 이상 높 으며, 벽면 등에 수납장이나 기타요소들을 최 한 절제하

여 시원스러운 뷰를 연출했다. 

Living Room

거실은 최 높이로 끌어올린 천장 라인과 그것을 타고 흐르는 듯 켜지는 간접등

이 개방감과 공간감을 부여했다. 간접등은 부드러운 질감의 스웨이드 천을 타고

아늑하게 흘러내리다가도 볼륨감 넘치는 벽면에 다다르면 드라마틱하게 시선을

잡아끈다. 도어와 TV 등 오브젝트들은 최 한 빌트인을 통해 시선을 이끌지 않

도록 설치하면서 거실등, 노출기둥 등에 콤비네이션을 이룬 원목 커버등으로 디

자인의 포인트를 주었다.   

Bed Room

침실은 톤 다운된 스웨이드 패브릭으로 적당한 무게감과 고급스러움, 아늑함을

극 화한 공간으로 연출했다. 조명은 부위별로 필요한 때에 작동할 수 있도록 세

심히 나누었고 무빙 월이 이동하며 드레스 룸으로 연결된다.   M

The Sharp Star City APT excludes the design for decoration but considers the
life style of residents. By restraining the use of strong color or contrast at all
spaces, we suggested the recharging place through the rest as well as the
space available to enjoy luxurious lifestyle.

Dining Room
For dining room, we maintained the simple composition at maximum and
emphasized the openness and practicality by removing the existing wall. To
secure the openness, we made the height of ceiling higher than 30cm and 

Living Room
For the living room, the ceiling line lifted to the maximum height and the
indirect light like flowing the line gave the openness and sense of space.
Objects were built-in installed and the light of living room and wooden cover
combined with exposed column give the design point.     

Bed Room
The bed room was created as a space that maximized the proper weight,
luxuriousness, and comfort by using the tone down sueded fabric. The
lighting was divided in detail so that it can be on by each part if necessary and
the moving wall moves to be connected with dress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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