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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hop was designed for a retail complex called LUCUA. It is a luxurious architectural space of
about 278m2 with a ceiling 5m high. Noriyuki Otsuka simultaneously embraced the two opposing
notions of the overall concept as well as the detailed design of the space. The design that he
proposed was an interior space which incorporated another architectural space within it. This
interior space was a cylinder made with a structurally self-supporting mesh. Because of the size of
the feature he wanted to avoid integrating it too much with the surrounding space, so deliberately
aligned it off center from the axis of the building. He also included custom-made hanging light

bob

fittings in my plan for the cylinder in order to make the interior space the central focus of the
design. The whole shop was expressed a white space using brilliant colors. The white space is
infused with color but maintains a sense of balance, and the specially-made gold metallic flooring
highlights the form of every object in the space. It is in this that the originality and elegance of the
shop is expressed.

Text by Noriyuki Otsuka

LUCUA라는 복합매장 내에 디자인된 이 상점은 천장고가 5m이고 면적이 278㎡에 달하는 고급스러운
건축 공간이다. 오츠카 노리유키는 이 공간에 세세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의
전반적인 콘셉트를 동시에 표현하고자 했다. 그가 제안한 디자인은 또 다른 건축 공간을 품고 있는 내부를
만드는 것으로, 이 내부 공간은 스스로 지지가 되는 철망 구조로 만들어진 하나의 실린더이다. 그는 이
실린더와 주변 공간이 너무 긴밀하게 통합되지 않기를 원했고, 이에 따라 실린더의 규모가 설정됐으며,
실린더는 의도적으로 건물의 축에서 벗어나게 배열됐다. 또한, 그는 이 공간이 디자인의 중심이 되도록
실린더 내부에 주문 제작된 조명 기구를 매달아 설치했다. 전체 매장은 밝은 색채를 활용한 흰색 공간으로
표현된다. 백색의 공간은 색채와 혼연일체가 되지만 모종의 절제미를 유지하며, 특수하게 제작된 금색의
금속성 바닥은 공간에 있는 모든 오브제의 형태를 돋보이게 해준다. 매장은 바로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 이
공간만의 독특함과 품격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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