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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ade

Architect Betweenspaces / Pramod Jaiswal, Divya E  Design 

team Kevin George, Reema Dhiman  Location Bangalore, India  

Use Studio + House  Site area approx. 110m2  Gross floor area 

approx. 240m2  Completion 2015  Structural engineer Kalkura 

Associates  Interior contractor Rahul Associates  Photographer 

Kunal Bhatia

설계 비트윈스페이스 / 프라모드 제이스왈, 디비야 E  설계팀 케빈 조지, 

리마 디마안  위치 인도 방갈로르  용도 스튜디오 + 주거  대지면적 약 

110㎡  연면적 약 240㎡  완공 2015  사진 쿠날 바티아

Built on  a 30'×40' North facing plot in the city of Bangalore, India, the program accommodates 

the architects own house on ground and 1st floor level and her studio space on the upper two 

levels, with a separate access to the studio in the north-east corner. The spatial planning of the 

house is done in order to take maximum advantage of the uninterrupted view towards the tree 

lined street on the northern side. Owing to the tight site condition and lack of privacy from the 

neighbour’s property, the two bedrooms in the south-west corner open out into a double height 

dining area with a clear storey window for ventilation and skylight above for natural light. The two 

levels of the studio have been visually connected with a central cut out over the waiting area. The 

layout has been designed to facilitate an open studio culture, creating spaces which will encourage 

interactions between the team members and the principal architects. The north side 20'×8' sliding 

aluminium glazed window with an external protective layer of perforated sheet shutter panels and 

sliding / folding mechanism allows natural light, view of the street scape and ventilation into the 

house and the studio space.

The project was an interesting exercise to understand how the building interacts with the street. 

The precast concrete fins enclosing a small garden on the north-east corner and defining the 

entrance foyer brings the building closer to the street. The concrete fins, the wire cut brick walls in 

rat trap bond and the perforated metal sheet sliding folding shutters add certain ruggedness to the 

building and at the same time bring lightness into the structure. The simple strategy of a single 

material (perforated sheet shutters) helped in achieving a very minimal yet dynamic facade.

인도 방갈로르 시에  30×40ft 크기의 북향 필지에 지어진 이 건물의 프로그램은 1층과 2층에 건축가의 자택을, 

3층과 4층에는 건축설계 스튜디오를 수용하며, 스튜디오의 출입구는 북동쪽에 별도로 냈다. 주택의 공간계획은 

나무가 줄지어있는 북측 거리를 향해 연속된 시야를 최대한 활용하게끔 이뤄졌다. 대지가 협소한데다 이웃 

집과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힘든 조건 때문에, 남서쪽 모퉁이의 두 침실은 2개 층 높이의 식당 구역으로 

열리고 환기를 위한 고측창과 자연채광을 위한 상부 천창을 갖췄다. 스튜디오가 차지하는 2개 층은 대기구역 

위에 낸 중앙 개구부와 시각적으로 연결했으며, 팀원들과 건축가 간의 상호작용을 독려할 공간들을 만들어 

열린 스튜디오 문화를 촉진할 평면 레이아웃을 설계했다. 북측의 20×8ft 슬라이딩 알루미늄 창문은 여러 타공 

시트 셔터 패널로 이루어진 보호 외피와 미닫이 및 접힘이 모두 가능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주택과 스튜디오 

공간에 자연광과 거리 경관 및 환기 기능을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는 건물이 거리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흥미로운 실험이었다. 북동쪽 모퉁이의 작은 

정원을 에워싸고 출입 현관을 정의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핀들은 건물을 거리로 더 가까이 이끈다. 

콘크리트 핀들과 쥐덫쌓기¹(rat trap bond) 식으로 쌓은 와이어컷 벽돌담, 미닫이와 접힘이 모두 가능한 타공 

금속 셔터는 건물에 얼마간 거칠면서도 가벼운 느낌을 부여한다. 단일한 재료(타공 시트 셔터)만 사용하는 

단순한 전략은 아주 미니멀하면서도 역동적인 입면을 얻는 데 도움을 주었다.   1)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놓되 옆면을 

세우고 폭 방향으로 공간을 띄워 이중으로 쌓은 다음, 길이 방향의 양쪽을 다시 벽돌로 막아 중공(中空)을 만들어내는 쌓기 방식

비트윈스페이스 스튜디오

Betweenspaces
studio

IsometrIc

exploded Iso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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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ated skIn sheetsketch

1  FLAT WELDED FROM RAILING INSIDE 

TO SUPPORT FIXED PANELS

2 FIXED PERFORATED PANEL

3  WIRE MESH FLUSHED TO BOTTOM OF 

BEAM

4  MS CHANNEL ON TOP AND BOTTOM 

FOR SLIDING MECHANISM

5  PERFORATED SHEET WELDED OUTSIDE 

WITH 1×2" BOX SECTION FRAME ALL 

AROUND

6 HORIZONTAL SUPPORT IN SHUTTER 

7  ANCHOR PLATE ON BEAM 

8  1" GAP BETWEEN SHUTTER AND FIXED 

PANEL

↑  Exterior view from left side     ↱  Facade (closed perforated skin sheet)     ↳  Facade (Opened perforated skin sheet)

1

2

3

4

5

6

2

2

8

7



172    173

exploded vIew of house level sectIon

←  Living room     ↑  Dining room     ↓  Bedroom

First floor Ground floor

Unit 02 Uni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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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ded vIew of offIce level

←  Work station     ↑  Reception     ↲  Stairs     ↳  Staircase unit

Lower level exploded view Upper level exploded view
(future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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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TRANCE

2 COURTYARD

3 PARKING

4  LIVING ROOM

5  DINING ROOM

6 KITCHEN

7 BEDROOM

8  TOILET

9 UTILITY ROOM

10  STUDY ROOM

11 BALCONY

12 WORK AREA

13 CONFERENCE ROOM

14  WAITING AREA

15  PANTRY

16  TERRACE

↑  Work station     ↲  Conference room     ↳  Upper level terrace

>> variation oF skin sheet

2nd floor plan

ground floor plan 1st floor plan

3rd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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