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ngqing Vanke Forest Park Sales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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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LWK + PARTNERS 위치 Chongqing, China 연면적 1,840 m²클라이언트 China Vanke
Co., Ltd. 사진 첸 관홍

충칭 반케삼림공원 판매갤러리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공공 도시 공원 옆에 위치한 충칭 반케삼림공원 판매갤러리는 도
시와 자연 사이의 휴양지이다. LWK + PARTNERS가 디자인 한 갤러리는 자연 속에 숨겨
진 마법의 집이자 전나무 사이에 있는 나무 오두막이다. 처음 개장 한 건물은 주거 프로젝
트의 판매 갤러리이지만 앞으로는 지역 사회를 위한 유치원이 될 것이다.
디자인 측면에서 건축은 초기 상업 판매 기능과 후기 교육 기능을 모두 충족시킬뿐만 아
니라 충칭 반케삼림공원의 전체 디자인 개념을 묘사한다.
자연으로의 복귀는 현대 도시 라이프 스타일의 중요한 부분이며 LWK + PARTNERS는
이 아이디어를 핵심 디자인 컨셉으로 프로젝트에 통합하였다. 따라서 5,000 m2의 전나
무를 반영하기 위해 건물의 높이에 거대한 '거울'이 설치되고 거울 바닥에는 나무 오두
막이 잘fls다.
방문객들은 반사 거울이 만들어내는 무한한 환상 속으로 숲으로 들어와 자연 속의 집인
아늑한 나무 오두막에 도달한다. 건물의 미래 사용자인 아이들을 위해 이 원더 랜드에 들
어가면 거울 뒤에 있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 할 수 있다.
'거울'은 커튼 월과 같은 건물의 에너지 절약, 단열 및 조명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주요
설계 기능으로 높은 반사율을 가져야 한다. 여러 번의 테스트와 시험을 거친 후, 반사도
와 실내 환경의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노출 된 절연 된 일측 유리를 선
택하였다.
'거울 속 나무 오두막'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 디자인, 조경 디자인, 인테리어 디
자인 간의 시너지 요구 사항이 높다. 5,000m2의 전나무 숲은 풍경이 제공하는 컨테이
너이다. 건축은 거울을 통해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 Hall of Seeds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전체적인 개념을 더하였다.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건물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
가장 아름다운 건축 형태는 자연과의 공생이다. 충칭 반커삼림공원은 자연의 아름다움
과 숲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집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
시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갤러리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채택 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관문이다.

Sketch

114

115

■ Design Concept

Sitting next to the third largest public urban park in the world, Chongqing Vanke
Forest Park Sales Gallery is a retreat between the city and nature. Designed by
LWK + PARTNERS, the gallery is a magical house hidden in nature, and a wood
cabin among fir trees. At its initial opening, the building is the sales gallery of the
residential project, but it will turn into a kindergarten for the community in the future.
In terms of design, the architecture satisfies both the initial commercial sales function
and the later educational function, as well as portrays the overall design concept of
Chongqing Vanke Forest Park.
Returning to nature is an important part of modern city lifestyle, and LWK +
PARTNERS integrates this idea into the project as a key design concept. Hence,
a gigantic ‘mirror’ is mounted on the building’s elevation to reflect the
5,000-square-metre fir woods, and a wood cabin is cut out at the base of the
mirror.
Visitors enter the forest into the infinite illusion created by the reflective mirror, until
they reach the cosy wood cabin-a home in nature. For children, who are the future
users of the building, entering this wonderland allows them to explore the unknown
world behind the mirror.
The ‘mirror’ must have high reflectivity as a key design feature, satisfying the
building's energy-saving, insulation and lighting requirements as a curtain wall.
After multiple tests and trials, an exposed insulated unilateral glazing was picked to
effectively fulfil the needs of reflectiveness and the indoor environment.
In order to create the aura of ‘a wood cabin in the mirror’, the project has
high requirements for synergy between architectural design, landscape design and
interior design. The 5,000-square-metre fir woods is a container provided by the
landscape; the architecture retreat into nature through the mirror. The interior design
of the Hall of Seeds adds to the overall concept. The three elements work together
to enliven the building.
The most beautiful architectural form is a symbiosis with nature. Chongqing Vanke
Forest Park presents a new way of life for urbanites by offering a home for retreating
to natural beauty and forest charm. The sales gallery is therefore a gateway for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adopting such a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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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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