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terranean Cacti house
HENKIN.SHAVIT

디자인 헨킨.샤빗_헨킨 이릿, 샤빗 조하르 시공 슈무엘 시보테로 위치 이스라엘 비트자론 용
도 주거 면적 120m2 사진 오데드 마다르
Design HENKIN.SHAVIT_Henkin Irit, Shavit Zohar Construction Shmuel Chibotero
Location Bitzaron, Israel Use Housing Area 120m2 Photo Oded Smadar

Originally built in 1935, this house belonged to one of the founders of
Bitzaron, a small town off the Eastern coast of the Mediterranean. The
property is set amongst luscious green fields, orange orchards as well as a
striking cactus garden.
These orchards served as the inspiration for the structural rearrangement
- in this analogy the rooms of the house symbolize the rows of trees and
the central space (dining area + kitchen) symbolizes the ridges. The home
in the state in which we found it was divided into rooms which was the
style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nspired by the planting ridges
we decided to open up the central axis of the house, creating a space which
sets the stage for natural ventilation and allows natural light in from both
ends of the axis. This enabled us to create a new space which is comprised
of both new and old.
We approached this project with the ultimate goal of embracing its heritage
and geographic location while simultaneously creating a modern space for
the widow who lives there. The result is a secluded Mediterranean home in
which she can enjoy the beauty of her natural surroundings as well as the
presence of her forebears.
지중해의 선인장 주택
원래 1935년에 지어진 이 주택은 지중해 동부 연안의 작은 마을인 비차론
(Bitzaron)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의 소유였다.
건물은 아름다운 녹색 들판, 오렌지 과수원과 놀랄만한 선인장 정원이 배경이다.
과수원은 구조적인 재배치에 영감을 주었다. -이 유추에서 집의 방은 줄지어 늘
어선 나무들을 상징하고 중앙 공간(식당+부엌)은 능선을 상징한다.
주택은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방들로 나뉘어져 있었다.
자연환기를 위한 무대를 만들고 양쪽 끝에서 자연광이 들어오는 공간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 유산과 지리적 위치를 수용하는 동시에 그곳에 사는 과부를 위한 현대
적인 공간을 만들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접근했다.
그녀는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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