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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on the
Move

by Arturo Vittori
& Andreas Vogler

In the last decade our access to information and

Architecture and Vision (AV) is an international and multidisciplinary team

communication has become completely mobile. We don’t have

innovative solutions and technology transfer between diverse fields for

to go to a physical desk anymore to make a phone call or to

working in architecture and design, engaged in the development of
aerospace and terrestrial applications. Founded in 2003 by architects
Arturo Vittori and Andreas Vogler, it is based in Bomarzo (Viterbo,

work on a computer; we don’t need to go to a library to do

Italy) and Munich (Germany). The name Architecture and Vision not

scientific research we don’t need to go to a ticket office to buy

architecture needs a vision of the future to become a long lasting cultural

tickets, sometimes we even don’t need to go to specific places

only reflects the initials of the founders, but also their conviction that
contribution of its time.
The vision of AV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a wise use of

to meet people. We do it all from our smart phones, wherever

technologies and available resources to create a harmonious integration

we are. Communication and access to knowledge are not

agencies, governmental institution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bound to space and buildings anymore. Thus, the meaning of

collaborations include projects with ESA (European Space Agency),

space in the digital age is changing.

of humans, technology and nature. AV works for airlines and space
foundations as well as commercial companies and private clients. Recent
Asiana Airlines (Korea), Aero Sekur (Italy), the BirdHouse Foundation
(Japan), GVM Carrara (Italy), and EDA, the Swiss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Switzerland),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in Chicago,

지난 10년 동안 정보와 소통의 접속 수단이 완전히 유동화하였다.
우리는 이제 전화를 하거나 컴퓨터에서 작업하려고 굳이 책상에 갈

Thales-Alenia (Italy) and the public administrations of the Italian cities of
Viterbo and Messina.
Architecture and Vision (AV)은 건축과 디자인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가 없으며, 과학적으로 조사하고자 도서관에 갈 필요도 없다. 또한,

협력하는 세계적인 회사로서, 우주 공간과 지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표를 사러 매표소까지 갈 일도 없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특정 장소에 갈

와 Andreas Vogler가 2003년에 설립한 이 회사는, 이탈리아의 Bomarzo

이유도 없다.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 모든 것을 어디서든

해결안 개발과 다양한 분야들 사이의 기술 교류에 힘쓴다. 건축가인 Arturo Vittori
와 독일의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다. 회사 이름인 Architecture and Vision은
설립자들의 머리글자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

처리한다. 정보와 소통의 교환은 이제 공간과 건축물이 제한하지

시대에 문화적으로 공헌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그들의

않는다. 그러므로 디지털 시대에서의 공간의 의미는 변하고 있다.

AV의 비전은 사람, 기술 및 자연의 조화로운 통합을 창조하기 위하여, 가용한

신념을 반영한다.
자원과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AV는 기업과 개인의
의뢰뿐만 아니라, 항공사, 우주기관,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소 및 재단과 함께
일한다. 최근에는 “European Space Agency”, 대한한국의 아시아나항공,
이탈리아의 “Aero Sekur”, 일본의 “BirdHouse Foundation”, 이탈리아의 “GVM

Carrara”와 EDA, 스위스 연방 외무부, 미국 시카고의 “School of the Art
Institute”, 이탈리아의 Thales-Alenia, 그리고 이탈리아의 Viterbo와 Messina 시
행정부와 공동으로 작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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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is not necessarily enveloping specific functions like a reading or

건축이 이제 독서실이나 회의실과 같이 특정한 기능을 가진

Mobile architecture has a strong link to exploration, it allows us to go to places,

모바일 건축은 탐색과 관련성이 깊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meeting room anymore. On the other hand an aircraft cabin can become

공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항공기의 내부가 거실 역할을

where no human beings have been before, it also allows us to survive in the most

사람들이 가지 않은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며 사막과 우주와 같은

a living room as well as a tree on a summer day can be the location for an

할 수 있으며, 여름날의 나무가 국제 프로젝트 회의의 장소가 될

extreme environments like in the desert or in space. Mobile architecture is a part

극단의 환경 속에 살 수 있게끔 한다. 모바일 건축은 탐험에 대한

international project meeting with participants from all over the world. This is
reality. Already so normal for most of us, that we forget how much it changed
in the last decades. We experience and inhabit spaces in a new way. We
make a place a temporary piece of architecture by what we do in that location.

수도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이미 이에 익숙해져 지난 10
년간 우리가 얼마만큼의 변화를 겪었는지 잊을 때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공간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생활한다. 우리가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일시적인 건축을 그 장소에

of the human drive for exploration, but it also allows us architects to explore new
potentials of architecture. When we plan houses in space, we plan for an ultralightweight vehicle as much as for a solid habitat. The meaning of architecture is

인류의 갈증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건축가들이 건축의
새로운 잠재력을 탐색하도록 한다. 우리가 우주에서의 주거 공간을
계획할 때, 견고한 생활 공간뿐만 아니라 초경량의 운송수단도
계획한다. 건축의 의미는 최소한의 재료로 드러나며, 그것의

만든다. 건축이 역동적인 사회를 표현하고 그 구성 요소인 것만은

exposed on a minimum of material, it goes to the essentials, there is not much left

Architecture itself is not just an expression and a constituting element of a

아닐뿐더러, 지속적으로 변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활발하게

to hide. The meaning of an architectural wall, loaded with symbolism of safety,

힘, 보호, 공간 분할 및 공간의 정의, 빛 그리고 온도 조절 등을

dynamic society anymore, but it is on the way to become a dynamic and forming

이끌어내는 요소이다. ‘모바일 건축’이 바로 그것의 생생한

strength, protection, division, spatial definition, light and temperature control etc,

상징하는 건축적인 벽의 의미가 3mm 알루미늄 판에 부여되며,

element of this future society, which is on constant move. Mobile architecture is a

표현이다.

may come down to 3mm aluminum, which in space, may also be the boundary of

이것이 또한 우주 공간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될 수 있다.

survival and immediate death. This is high performance architecture. The Vitruvian

이것이 고성능의 건축이다. 공학, 건축 그리고 심리학이 조화되어

vivid expression of that.
모바일 건축은 지금까지 건축이라고 여긴 것과는 모순되는

Mobile architecture implies something, which is contrary to what has been
conceived as architecture so far. It is light-weight, temporary located, small,
ephemeral, whereas the manifestation of architecture we are used to is
permanent, heavy, firm and local. However, permanence and firmness are not

무언가를 내포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이란, 영속적이고 무겁고
견고하며 한 장소에 고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바일 건축은
경량이고 일시적으로 한 곳에 정착한데다, 소규모이고 순간적이다.
그러나 영속성과 견고함은 건축의 본질이 아니라 기술과 문화의
발전에 따라 변하는 결과물이다. Architecture and Vision이 내리는

rule of three Firmitas - Utilitas - Venustas is understood in its deepest meaning again,
when engineering, architecture and psychology come together so close to create
spaces, which allow humans to survive in the most hostile conditions of space.
In the space-age the limits between the immobile and the mobile, between

기본적인 요소만이 남아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안전성,

가장 험난한 환경 속에서 인간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때에
Vitruvius의 3원칙 - 견고함, 유용함, 아름다움 - 의 본질을 가장
깊은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주 시대에서는 이동과 비이동, 그리고 건축과 운송수단 간의
경계가 흐려진다. 우리의 모선인 ‘지구’는 최고 시속 1,670km

the essence of architecture, but an attribute resulting from technological and

건축의 정의는 그것의 물리적이고 형식적인 표명이 아닌, 사람들이

architecture and vehicles are blurred. Our mothership “Earth” is revolving with a

cultural development. Architecture and Vision’s definition of architecture is not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며 그들이 자연과 조화를

maximum speed of 1,670km/h around itself, and cruising comfortably around the

움직임 속에 태어나며 우리는 움직임을 사랑한다. 150년 전에

deducted from its physical and formal manifestation, but induced from its function

이루어 후손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에서 나온다.

sun with 107,280km/h. We are born in motion and we love motion. If 150 years

사람들이 시속 30km로 움직이는 기차를 보고 놀랐다면, 오늘날의

to create spaces for people to live and work and put them in harmony with the

이러한 정의는 건축가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영역들을 펼쳐준다.

ago people were shocked to see trains running more than 30km/h, today they are

사람들은 기차가 시속 300km 이하로 운행될 때 놀란다. 하지만

natural environment and to create meaning for them and the future generations.

항공기 내부는 일정한 시간 안에 사람들이 생활하고 작업하는

astonished, if they run less than 300km/h. Yet, do we live and work in buildings,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시대와 어울리는 건축물

This definition is unfolding interesting new fields for the profession. An aircraft
cabin is an architectural space, where people live and work for a given amount
of time. Which profession should define the spaces to live and work on the
Moon, if not an architect? Architecture has never been defined by immobility as
such, although there have always been nomadic tents and many people on the

건축적 공간이 된다. 건축가가 아니라면 누가 달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정의하겠는가? 항상 유목민이 존재하고
그들이 생활하는 일시적인 거주 공간이 있었지만, 건축이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 바가 없다. 단지, 그 당시 문화의 영구성,
부귀, 그리고 저항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감동을 주는 튼튼한 석재

which can compare to the space-age we live in? Buildings, which use technology to
perform the best in what they do? Buildings, which clean the environment and don’t
pollute it, which enhance the beauty of nature and don’t destroy it. Not many of the
buildings on our planet do so.

로 자전하며, 태양 주위를 시속 107,280km로 공전한다. 우리는

안에서 우리가 살고 일하며 있는가? 기술로 건설되는 건축물들이
그들 최고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환경을 더럽히는 건축물이
아니라 환경을 정화하는 건축물, 자연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드높이는 건축물. 지금 지구 상의 건축물 가운데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건물이 몇 개 안 된다.

건축물로 남아 있을 뿐이다. 하지만, 오늘날 존재하는 기술과

move. It is just, that in former time’s permanence, wealth and resistance were

과학적인 이해력이 우리를 점점 가벼움의 문화와 이동 및 탐색의

This is in short our philosophy and our vision for a future architecture which will

이것이 바로 미래의 건축에 대한 우리의 철학과 소망을 간략히

manifested by durable stone buildings, which are still impressive today. But,

문화 안에 살도록 한다.

be positively interactive with our planet to keep and enhance the beauty of it. The

적은 것이며, 이런 건축이 지구와 소통하며 지구의 미를 한층

today, with our available technologies and scientific understanding with live more

following two projects shall give an example in how we approach some of the

드러낼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두 프로젝트는 모바일 프로젝트에

and more in a culture of lightness, in a culture of motion and exploration.

mobile projects we do.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에 대한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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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ertSeal

DesertSeal

“DesertSeal” is a tent for hot-arid climates, which is making use of local energies

“DesertSeal”은 덥고 건조한 기후를 위한 텐트로, 그 지역의

for cooling itself. The tent has been the result of a study performed by Architecture
and Vision for the European Space Agency ESA, to investigate the use of
space technologies for inflatable tents in hot regions. The nomadic tent is one
of the oldest forms of architecture and a fascinating structure as such. It protects
people from the direct heat of the sun and the cold at night. However, it was not
inspiration for the DesertSeal tent, which had the target to provide active cooling
support with the locally available energies and without the weight impact of

figure 1

에너지를 사용해 자체적으로 냉방이 된다. 이 천막은 Architecture
and Vision이 유럽 우주기관과 벌인 연구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우주 기술을 사용해 더운 지방에서 이용할 수 있는
팽창하는 텐트에 관한 것이었다. 유목민들의 텐트는 건축의 가장
오래된 형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며 매우 흥미로운 구조물이다.
이것은 태양의 직사광선과 밤의 추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
그러나 유목민들의 텐트는, 냉매 액체가 주는 영향 없이 그
지역에서 제공되는 에너지만으로 냉방이 되는 텐트를 만들려던

cooling liquids. But, where to take the cooling energy from? The sand, the air, the

DesertSeal에 어울리는 영감은 아니었다. 그러면, 냉방 에너지를

sun? Not very obvious, but surprisingly the cool air is already there in the desert: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가? 모래, 공기, 태양? 우리 눈앞에

a view meters above ground, we just need to get it.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원한 바람은 이미 사막에서 존재한다. 지표면
위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며 우리는 단지 그것을 채취하기만

In the desert the air becomes considerably cooler the more distant it is from the
Earth’s surface. During the day, the temperature can easily reach 60°C and
beyond at ground level, while just 2-3 meters above it can be 40°C lower. In
fact, also traditional Persian buildings have been using this effect as well as
animals like the camel with its high legs and high nose.

하면 된다.
사막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 공기가 멀리 떨어질수록 그 온도가
월등히 낮아진다. 낮 동안에는 지표면 근처 온도가 섭씨 60도를

figure 2

쉽게 넘어가지만, 불과 2~3m 높은 곳에서는 그보다 40도나 낮을
수 있다. 전통적인 페르시아의 건축물과 낙타와 같이 긴 다리와
높은 데 코가 있는 동물들은 이미 이 사실을 이용하고 있다.

DesertSeal is breathing this air with an electric fan in the top of the tent, 2.26m
above the ground, which constantly blows cooler air inside, thus reducing the

DesertSeal은 텐트 윗부분인 지표면으로부터 2.26m 떨어진

temperature inside the tent. The fan is powered by small batteries charged by

곳에 설치된 전기 환풍기로 이 공기를 채취한다. 시원한 공기를

flexible solar panels mounted outside the tent. During the night, the effect is
inverse: The desert ground radiates heat off to space and is quickly reaching
temperatures below zero degrees Celsius. Since air is acting as a good insulator,
on higher levels it stays considerably warmer. The fan on top is now running on
batteries and blowing warmer air into the tent. (figure 1)

지속적으로 텐트 안으로 불어넣어서 텐트 내부의 온도가
낮아지게끔 한다. 이 환풍기는 텐트 외부에 장착된 유연한 태양열
패널로 충전할 수 있는 소형 건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공급받는다.
밤 동안에는 그 반대의 효과를 이용한다. 사막은 열을 복사시켜
지표면 근처의 온도가 영하로 빠르게 떨어진다. 공기는 아주 좋은
방한 구실을 하여 높은 곳 온도가 훨씬 따뜻하다. 이제 환풍기는
충전된 소형 건전지로 전기를 공급받으며 따뜻한 공기를 천막

Thus the architecture of the tent is following this natural environmental temperature

안으로 불어넣는다. (그림 1)

condition. The tent consists of an air beam structure made of polyethylene-coated
material. It has an awning in silver-coated high-strength textile to reflect the heat
and provide protection from direct sunshine. The L-shaped tent allows upright
entry and also minimizes the aerodynamic load by its double curved awning.
Deflated it can be rolled-up and packed in a backpack and it weighs less than
6kg. (figure 2)
DesertSeal shows how a scientific analysis, combined with common sense and

즉, 텐트의 건축이 자연환경 상태의 온도를 따라가고 있다.

Figure 1. “Desert Seal” is making use of the specific temperature curve

텐트는 폴리에틸렌으로 피복 처리된 공기 주입식 ‘보’로 구조가

found in the desert. Cooler air is blown into the tent form the top by a

이루어진다. 은박 처리된 초강력 직물로 된 차양이 있는데, 이는

solar-powered electric fan.

열을 반사해 직사광선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한다. 텐트는 L자

Figure 2. The “Desert Seal” tent is collecting cooler air at higher levels.

모양이어서 똑바로 서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2번 구부러진
차양 덕분에 공기역학적인 하중을 최소화한다. 공기를 빼면
천막의 무게는 6kg이 채 나가지 않아 말아서 배낭 안에 넣을 수
있다. (그림 2)

modern light technology can create simple new solutions in architecture. There is
a potential just unfolding in front of us.

DesertSeal은 과학적인 분석과 상식, 그리고 현대의 경량 기술이
건축에 있어서 새로운 단순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잠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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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rcuryHouse Program

The emergence of modern architecture nearly 100 years ago, has been strongly

거의 100년 전에 출현한 현대 건축은 새로운 운송수단을 만든

driven by the engineering achievements in transportation design. Le Corbusier

공학 기술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다. Le Corbusier를 비롯한

and other architects were fascinated by cruise ships, cars and airplanes as well
as by the impressive structures built for train bridges and train stations. However,
the availability of energy at that time was steadily increasing and the capacity of
nature to take all the pollution was considered vast enough. This has changed.

많은 건축가들이 유람선, 자동차, 비행기뿐만 아니라 기차용 다리
및 기차역과 같은 건축물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연료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그에 비롯한
공해를 자연환경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짐작하였다. 이제는
상황이 변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가 지난 200년 동안 진행된

Today we look at our planet as a limited and fragile ecosystem, which is under

인류의 착취에 의해 강렬히 위협받고 있는 제한적이고 연약한

serious threat after 200 years of intensive human exploitation.

생태계라고 여긴다.

In transportation design less weight equals less energy used for transportation.

운송수단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 경량이란 운송에 이용되는

The use of light-weight technologies for mobile architecture is crucial. However,

에너지가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바일 건축에서 경량 기술의

one may argue, that even a “mobile building” is much less on the move, than

이용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모바일 건축이 기차 같은

e.g. a train. But, this is not necessarily the point. Mobile architecture is exploring
new construction technologies in architecture as well as it is exploring on how we
define a place, create a new interaction of the building and the space around it.
Mobile architecture is also rich on technology transfer between different domains.

figure 3

것보다 훨씬 조금 움직인다고 말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모바일 건축은 새로운 건축 기술을 탐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소를 어떻게 정의하고 건물과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창조하고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모바일 건축은 서로 다른 영역 간의 기술 교환이

But space implies also the use and renewal of local resources and energies.

풍부하게 이루어지게 한다. 하지만 공간이 그 지역의 자원과

The reduction of the energy use of buildings and their eventual self-sufficiency is

에너지를 사용하고 재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건물의

an important objective, but regarding the expected development of the world’s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결국에는 자족하게끔 하는 것이 매우

climate, this may not be enough.

중요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현재 예측되는 지구 기후의 변화를

figure 4

생각하였을 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In our vision buildings of the future should not only visually improve the
environment, but also physically. They should clean the air, collect and purify
water, produce energy and fresh vegetable and food for our daily needs. Inhouse plants can be used for wastewater treatment, harvesting drinking water,
crop growth and air purification. A compact vertical arrangement of plants,

미래의 건축물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자연환경을 시각적으로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개선하는 것이다. 건축물들이 공기를 맑게
해주고, 물을 모아 정화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와
신선한 야채 및 음식물을 생산해야 한다. 실내 식물들은 폐수를
정화하고 식수를 공급하며 작물의 성장을 돕고 공기를 정화하는

supported by robots and LED lights can become the “green lung” of a house. The

데에 사용할 수 있다. 로봇과 LED 조명이 지원되는 조밀하게

Figure 3. MercuryHouseTwo is a concept house by Architecture and

house would become the technological equivalent of the tree, actively cleaning

수직으로 배열한 식물들이 한 건물의 “green lung”이 될 수 있다.

Vision introducing mobility, pro-active environmental systems and interac-

the air and water around it. The house would become an active part of the

이 건물이 주변의 공기와 물을 맑게 하는 나무의 역할을 기술적인

tive, robot-supported environments. Credit: Architecture and Vision.

ecosystem.

면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 건물은 생태계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다.

This concept is followed by the “MercuryHouse Program” of Architecture and
Vision. The research program is taking the house as a platform for technology
development. Informed by the requirements for Human long-duration spaceflight,
the MercuryHouse Program is researching an architecture, which integrates

Figure 4: Diagram showing transportation and deployment of the
MercuryHouseTwo.

이 개념은 Architecture and Vision의 “MercuryHouse Program”
으로 이어진다. 이 연구 프로그램은 집을 기술 발전의 장으로
이용한다. 인간의 장기간 우주여행을 위한 조건에서부터 영향받은
“MercuryHouse Program”은 하나의 장소를 부정적 방향이 아닌,

modern technology developments to make a place better not worse. The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건축적으로 현대 기술의

The house is transported on its own wheels (figure 4). It is pulled up in vertical

이 주택은 자신에게 장착된 바퀴로 이동한다 (그림 4). 또한,

program is understood as prototype development. Core objectives are

발달을 이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모형 개발이다. 핵심 목표는

position by ropes. When it is standing, water tanks integrated into the hull are

밧줄을 이용해 수직으로 선다. 바로 서 있을 때, 동체에 장착된

prefabrication as well as in-situ resource utilization, advanced life-support

조립식 구조와 현지 자원의 사용, 공공 인프라로부터 독립한 생활

filled with water to add weight and heat storage capacity. The water is provided

물탱크에 물이 차서 구조체의 무게 및 열 저장 용량이 늘어난다.

systems to become independent from public infrastructure, exploration of modern

지원 시스템, 현대적인 소재와 형태의 탐구, 자체 에너지의 생산,

by a local service or can be collected on-site, thus minimizing the transportation

materials and shapes, energy provision for in-house use and mobility, modern

이동성, 환경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현대 삶의

weight of the house. Two side legs further ensure high stability of the house,

lifestyle in active exchange with the environment and the creation of a genius loci
based on a modern, sustainable approach. The MercuryHouseTwo (figure 3), is
one of a series of prototype houses.

방식을 만드는 것, 그리고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으로
새로운 ‘수호신’을 만드는 것이다. MercuryHouseTwo (그림 3)는
그 기본모형 시리즈 가운데 하나다.
MercuryHouse의 개념은 단독 주택이 넓은 토지를 사용하는 데에

which does not need concrete foundations.

물은 그 지역의 사업체로부터 공급받거나 현지에서 모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주택의 이동 무게를 최소화한다. 추가로 달린
2개의 측면 다리는 주택의 안정성을 더하여 콘크리트 기반이
필요 없게끔 한다.

The house comes with an inflatable greenhouse as shown in figure 5 and figure

이 주택에는 그림 5 와 6 에서와같이 로봇으로 운용되는 공기

6, which is maintained by robots. The greenhouse can provide several important

팽창식 온실이 있다. 이 온실은 겨울에는 온기를 모으고

The MercuryHouse concept is a reaction on the vast land use of the single-family

관한 비판이다. 구조는 나무처럼 수직으로 되어 있다. 가구들은

functions. The greenhouse can collect heat in winter and provide cooling in

여름에는 냉방을 공급한다. 식물들은 물과 공기를 정화하고

home. The organisation is vertical - like a tree. Furniture is all integrated as in

요트 혹은 항공기 내부와 같이 인테리어 디자인에 통합되어 있다.

summer. The plants can clean water, air, compost waste and provide food. The

폐기물로 퇴비를 만들며 음식물을 만들어 낸다. 안전한 생물학적

a yacht or aircraft. The house comes prefabricated out of the factory. The big

이 집은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된다. 커다란 바퀴는 홍수 또는

development of the greenhouse technology to provide a safe bio generator for

발생기를 미래형 주택에 제공하기 위해서 온실 기술을 개발하는

wheels allow the transport and fast removal in case of emergencies situations

태풍과 같은 위급 사태에 대비해 빠르게 이동하고 철거할 수

the house of the future, is a very important challenge. There are different disperse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인류에게 있어서 식물의 중요성을

like floods or hurricanes. They also allow a rotation of the house to turn in or out

있게끔 하였다. 이 바퀴들은 또한 집을 회전하는 데에 이용할 수

developments in space exploration and the food industry, which deal in a new

of the sun to control passive solar energy intake. Most of the housekeeping tasks

있어 태양 에너지의 흡수를 조절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사 노동은

way with plants and their important role they have for us Human beings, but only

will be made or supported by small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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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w of them directed to the building technolog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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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arply rising costs for energy, water and waste, as well as the wish of house

급격히 늘어나는 에너지와 수질 자원 및 폐기물의 처리 비용

owners to become independent will open a big market for autonomous systems

그리고 공공 인프라로부터 독립하기를 바라는 집주인들의

in the Western societies. There is a substantially growing market on passive

염원에 힘입어, 서구 사회에서 조만간 자급적인 시스템에

houses in the next 10 to 15 years. There is a clear trend of houses becoming
self-sufficient again. The development of a biogenerative greenhouse system into
garden house size or rooftop size can generate a substantial market and have a
highly positive effect on the environment.

figure 5

대한 커다란 시장이 생길 것이다. 앞으로 10~15년 사이에는
에너지 소모를 최소로 줄인 “passive house”의 시장이 꽤 커질
것이다. 자족적인 집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움직임이
있다. 생물학적 발생기 역할을 하는 온실 시스템을 정자 크기
혹은 옥상정원 크기로 개발하면, 이를 위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고 이는 환경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The MercuryHouseTwo is organized vertically with minimized spaces (figure
7). Vertical circulation is provided by a muscle-powered lift, which is minimizing

MercuryHouseTwo는 최소화한 공간을 수직으로 배열하였다

space requirement compared to a staircase and is offering personal fitness

(그림 7). 수직 이동로는 근육 운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training. The ground floor has a storage room and a living room, which allows

엘리베이터다. 이는 계단에 비하여 공간이 적게 들며 개인에게

several people to sit together and look into the landscape. On the first floor is
a small kitchen and a dining room. The upper floors contain the bedrooms with
bathroom or shower and toilet.

운동할 기회를 준다. 지상층에는 창고와 여러 사람이 앉아서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거실이 있다. 그 위층에는 작은 부엌과
식당이 있으며 가장 높은 층들에는 침실과 화장실이 있다.
배출하는 공기들은 퇴비화 장치가 있는 변기로 모아 여러

Exhaust air is collected through the composting toilets and lead over a series of

단계의 필터를 거친 후 온실로 보낸다. 신선한 공기는 온실에서

green filters into the greenhouse. Fresh air is provided through the greenhouse.

제공된다. 오전 중에 활발한 식물의 산소 생산량을 이용하여

The high oxygen production of the plants during the morning is used and the

산소 함유량이 많은 공기를 모아서 남은 하루 동안 지속적으로

oxygen rich air is buffered to be lead into the house during the rest of the day.

집안에 제공한다. 침대 근처와 거실에 장착된 공기 배출구 조절

The air outlet is controllable near the beds and living room to provided fresh air

장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신선한 공기가 갈 수 있게끔 한다.

near to the people.
Water is collected over the roof of the greenhouse and pre-cleaned over the
plant system. The house itself has a gray water cycle feeding dishwasher and
washing machine. The toilets only use minimum water for direct cleaning.

물은 온실 지붕에서 모으며, 식물들을 이용해 정화한다. 주택
자체에는 식기 세척기와 세탁기에 제공하는 ‘중수 시스템’이
있다. 변기들은 세척을 위한 최소한의 물만 사용한다. 액체 및
인간의 배설물에서 비롯하는 습기는 온실에 있는 공기 정화
시스템으로 옮겨진다.

Humidity of liquid and solid human waste is ventilated off into an air-cleaning
recovery system in the greenhouse.

전기는 태양열과 풍력을 이용해 연료 전지 혹은 다른 기술로
저장된다.

Electricity is gained by combined solar and wind power and stored in fuel cells
or other technology available.
Architecture has been moving a long way from its beginnings thousands of years
ago to where it is now. It has come from pyramids to spacecraft, and this is not
the end. The building of the future will interact dynamically with the environment

수천 년 전에 시작된 건축은 그로부터 아주 먼 곳까지 왔다.
미래의 건축물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에너지의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환경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것이며,
이것은 피라미드보다는 우주 항공선에 가까울 것이다. 인류
주거와 같이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것에 아직도 더 많은

in order to meet the user’s needs and make optimum use of energy; it will be

탐색과 발전의 기회가 있다. 우주 내의 인간의 위치에 대한

more like spacecraft than pyramids. There is so much to explore and to invent

생각, 인류 스스로와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 자연 및 우리의

in such an apparently long established theme like the human habitat. Along

관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변함에 따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with our changing understanding of our position in the universe, our relation to

인류 제2의 피부이자 인간과 환경 사이 소통의 장인 건축에

ourselves, our environment and nature we redefine continuously our architecture,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린다. 증가하는 우리의 이동성과 언제

which is the interface between us and our environment, our second skin. With
our increasing mobility and ubiquitous connectivity we explore and develop
new relationships to space. In consequence our architecture is changing.
The boundaries between architecture and mobility are blurring. Architecture
becomes increasingly mobile and is finding new relations to space and location,

figure 6

피라미드로부터 우주 항공선까지 왔으며, 이는 끝이 아니다.

figure 7

어디서나 존재하는 우리의 연결성을 이용해 우리는 공간과의
새로운 관계를 탐색하고 개발한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건축은
변하고 있다. 건축과 이동성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건축은 점점 더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공간과 장소와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 우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수호신’을 만들고 있다.

generating a genius-loci of the space-age.

Figure 5: Elevation of the MercuryHouseTwo with the inflatable
greenhouse on the left.
Figure 6: Plan view of MercuryHouseTwo with inflatable greenhouse
and electric car. With the wheels of the house, it can be turned into the
sun or away from it, depending on the energy intake, the light and/or
the view desired.
Figure 7: Selected plans and section of the MercuryHouse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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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mobile architecture”? What significance does it

What are the most common mistakes or difficulties

왜 ‘모바일 건축’인가? 현대 건축에 있어서 모바일은 어떠한

모바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흔히 겪는 실수나 어려움은

have i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working on the mobile projects? Please tell your

의미가 있는가?

무엇인가? 본인이 겪은 에피소드들을 소개해 달라.

: Modern life and mobility go one by one together.

episodes.

: 현대 생활과 이동성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매일 시카고

: 실수는 계획 단계에서 많이 일어난다. 건축 디자인과 운송

Every day there are about the number of people in the

: Mistakes often happen during project phase, since

시민 수만큼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탄다. 자동차와 기차를 타는

디자인의 세계를 연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air flying, which corresponds the whole population

there are not many people bridging the world of

사람들은 한 국가의 국민 수와 비슷할 것이다. 비행기, 자동차와

전통적으로 건축에 있어서 무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오차

of Chicago. Taking cars and trains, you are looking

buildings and of transportation design. Traditionally

기차는 건축 공간이다. 이것들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임시

범위도 넓다. 하지만 운송 디자인, 특히 우주 항공에 있어서는

probably at equivalents of whole countries. Airplanes,

in the building sector weight is not critical and the

생활 공간이자 작업 공간이다. 이들이 우리가 공간, 이동성과

무게가 가장 중요하다. 그 둘의 공학과 기술적인 특성이 매우

cars and trains are architectural spaces; they are

tolerances are big. In transportation design and

부동성,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 등에 대해 가지는 생각들을

다르다. 많은 경우에 건축업자들이 이러한 세계를 이해하지

Architecture and Vision (AV) is an

temporary living and working spaces, which we all

especially aerospace weight is everything. It is a very

변화시키고 있다. 건축은 이 세상의 고정된 질서의 표현이

못한다. 반면에 우주공학 엔지니어들은 우주선 내에 건축 공간의

international and multidisciplinary

experience on a daily basis. This is changing the way

different kind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behind.

아니라, 부드럽고 우아한 형태로 표현되는 새롭고 역동적인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team working in architecture

we think about spaces, about mobile and immobile,

Often builders do not understand this world. On the

경험을 탐색하고 있다.

about static and dynamic. Architecture does not

other hand in space, sometimes the engineers do not

solutions and technology

represent the static order in the universe anymore, but

realize the necessity of an architectural space inside the

당신의 건축 작업에서 모바일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프로젝트에서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이 있나?

transfer between diverse fields

it is exploring a new, dynamic experience which is

vehicle.

있는가?

: 우리는 확실히 미래에도 이 일을 지속할 것이다. 모바일

for aerospace and terrestrial

characterized by fluid and elegant structures and shapes.

: 모바일 건축은 우리의 주된 전문 분야 가운데 하나다.

건축물은 매우 정교한 경량의 공학 기술을 필요로 한다. 가벼운

Will you keep working on your mobile works in the

“MoonBases”, “Rovers”, 비행기, 텐트, 모바일 타워 및 파빌리온

건축물은 더위, 추위, 습도 등으로부터 안락한 환경을 유지하는

How important is “mobile architecture” in your

future? If so, anything new you would like to try in the

등은 분명 모바일 건축이다. 하지만 다리, 공항 터미널, 고층

데에 한층 많은 도전들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의 도전은 완전히

Bomarzo (Viterbo, Italy) and

architectural practice?

next mobile project?

건물과도 같은 ‘부동적인’ 디자인도 이동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독립되고 자족하면서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우주 시대의

Munich (Germany). The name

: Mobile architecture is one of our core expertises.

: It will definitely be our future path. Mobile buildings

받았다. 우리는 “우리의 건축은 움직인다”고 단언할 수 있다.

수호신과 같은 무게가 가벼운 모바일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다.

MoonBases, Rovers, Airplanes, tents, mobile towers and

require refined lightweight engineering; there are much

우리는 “Columbia Memorial”이나 “Atlas Coelestis”와 같은

and design, engaged in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applications. Founded in 2003
by architects Arturo Vittori and
Andreas Vogler, it is based in

Architecture and Vision (AV) not
only reflects the initials of the

앞으로도 모바일 작업을 계속할 생각인가? 그렇다면, 다음 모바일

pavilions are obviously mobile architectures. However,

higher challenges to keep light building comfortable in

우리의 조형 작업에서 각각 요소의 움직임을 탐색하는데, 그것들

that architecture needs a vision of

also the more “static” of our design like bridges, airport

terms of heat, cold, humidity etc. The challenge for the

자체로 예술작품을 이룬다.

the future to become a long lasting

terminals and high-rise buildings are strongly influenced

future is to make lightweight mobile buildings, which are

cultural contribution of its time.

by mobility. So for sure we can say: “Our architecture

also completely self-sufficient and autonomous, which

당신의 모바일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또는 전략)는

moves”.

create a new harmony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a

무엇인가?

wise use of technologies and

In some of our sculpture work like the Columbia

genius-locus of the space age.

: 사람들이 건축을 최대한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available resources to create

Memorial or the Atlas Coelestis, we explore the

건축이 우아하고 친근감 있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기계’나

movement of the elements, which form the artwork

‘탈것’을 경험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자연, 기술, 기능

themselves.

및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 나오는 우아함을 사람들이

founders, but also their conviction

The vision of AV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a

a harmonious integration of
humans, technology and nature,
especially in addressing socially
urgent challenges. By drawing

경험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건축가로서 우리의 역할이다.

inspiration from nature as a

What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r strategy) in your

source of knowledge and beauty

mobile works?

along with scientific progress,
AV’s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s aim to translate this

: It is to make the people using the architecture to enjoy
it most. To make it elegant and friendly, we don’t want

vision into architecture and the

them to experience a “machine” or a “vehicle”. We

built environment. Mobility,

want them to experience the elegance when nature,

sustainability, the use of local
resources and human factors
are the primary focus of each of

technology, function and design come together. This is
our job as architects.

AV’s projects, along with its own
particular aesthetic vision.
www.architectureandvis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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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of sanitation and hygiene still remain one of the

ECOUNIT

3

Architect: Arturo Vittori,
Andreas Vogler | 3D
modeler: Giuseppe Mosetti
| Use: mobile sanitation unit
| Dimensions: 2.5 x 2.5 x
3m packed, 7 x 10 x 3.8 m
deployed | Weight: 600kg
Material: aluminum, wood,
ETFE film | Assembly: 3 hours
by 2 persons | Design: 2003

main concerns for developing countries. Designed to

2

assist in this widespread need and as a tool for hygiene
education, “EcoUnit” is a mobile structure, easily
by truck, to be placed near medical service
1.transportable
SUPPORT SYSTEM
2.centers,
ROOF and wherever necessary. Supplying solutions

for theCELLS
International Space Station, the unit
3.developed
PHOTOVOLTAIC
equipped
with systems for water purification and
4.isWATER
COLLECTOR
and alsoDEP
uses
5.recycling,
WATER STORAGE
. energy from the sun and derived
waste valorization
6.from
INFLATABLE
ELEMENTS (biogas).

6

6

7. SLIDING DOOR
8.위생과
FLOOR청결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개발도상국들의 가장 큰
9.관심사
RAMP 중의 하나이다. 이런 필요성을 도와주고 위생 교육에
10.
WHEELS
대한
도구로서 개발된 “EcoUnit”은 이동식 구조이다. 트럭으로

쉽게 운반할 수 있어 의료시설 근처 혹은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7
3

9

2

8

5

놓일 수 있다. 국제 우주정거장을 위해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는
이 구조물은 수질 정화와 재활용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
10

태양에너지와 생물가스를 통하여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1. SUPPORT SYSTEM
2. ROOF
3. PHOTOVOLTAIC CELLS
4. WATER COLLECTOR
5. WATER STORAGE DEP.
6. INFLATABLE ELEMENTS

6

6

7. SLIDING DOOR
8. FLOOR
9. RAMP
10. WHEELS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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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ERTSEAL

“DesertSeal” is a tent designed for the extreme

Architect: Arturo Vittori,
Andreas Vogler | Modeler:
Self Group | Client: European
Space Agency ESA | Use:
desert tent | Dimension: prototype 2.35 x 1.25m, height
2.26m | Weight: 5kg
Materials: PU-coated
polyethylene, aluminum coated
polyester | Wind resistance:
about 100km/h | Assembly:
10 minutes by 1 person |
Design: 2004 | Completion:
2005 | Photograph: Mauro
Mattioli, Céline Laurière

daytime heat gradient of arid regions, fresh air is drawn

environment of the desert. By taking advantage of the
inside by an electrical fan placed at the top of the tent
which is powered by a flexible solar panel installed
across its exterior face. The overall shape is informed by
aerodynamic considerations and allows users to enter in
a standing position. Air-filled columns ensure stability in
the event of wind and the special silver fabric protects the
interior space from the sun.
“DesertSeal”은 사막의 극심한 환경을 견뎌낼 수 있도록 디자인된
텐트다. 건조한 지역의 일교차를 이용하는데, 텐트 위에 설치한
전기 환풍기가 신선한 공기를 텐트 안으로 들여보낸다. 이 전기
환풍기는 외벽에 설치된 유연한 태양열 패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다. 전체적인 모습은 공기역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사용자들은 선 자세로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공기가 주입된
기둥들은 텐트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며, 특별히 제작된
은색 직물은 텐트 내부를 태양으로부터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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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pper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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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URY
HOUSEONE
Architect: Arturo Vittori,
Andreas Vogler | Engineer:
Orlando Pandolfi | Client:
GVM, Italy | Use: Mobile
Lounge | Dimension: 4.47 x
8.8 m, height 3.4 m | Material: aluminum, glass fiber,
acrylic, marble cladding |
Weight: 4,500 kg | Design:
2007 | Completion: 2009

FACTORY
FACTORY
ASSEMBLY
FACTORY
ASSEMBLY
ASSEMBLY
LINE LINE LINE

ROBOT
ROBOT
CONSTRUCTION
ROBOT
CONSTRUCTION
CONSTRUCTION DELIVERY
DELIVERY
OR
DELIVERY
SELF-DRIVE
OR SELF-DRIVE
OR SELF-DRIVE

SITE INSTALLATION
SITE INSTALLATION
SITE INSTALLATION

The “MercuryHouseOne”, a project inaugurated at the

2009년 베니스 아트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Venice Art Biennale 2009, is a mobile living unit. It is

“MercuryHouseOne”은 이동식 주거 공간이다. 3개의 다리가

slightly raised from the ground, standing on three feet

지면으로부터 건축물을 살짝 들어 올려, 낮은 경사로를

and can be accessed by a little ramp. Its shape, like a

통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외부 표면과 내부 공간의 관계를

drop, has been chosen in order to optimize the relation

최적화시키기 위해 물방울 모양이 선택되었다.

between the outer surface of the skin and the inner

“MercuryHouseOne”은 반투명한 광전지로 만들어진 태양열

volume.

패널에서만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유리 섬유로 된 모노코크

The “MercuryHouseOne” is powered only by solar panels

본체는 매우 얇은, 하얀 대리석 같은 모자이크로 덮여 있다. 살짝

made out of semi-transparent photovoltaic cells. The glass

채색된 반투명의 아크릴로 만들어진 넓은 창들은 실내 공간이

fiber monocoque body is covered with an ultra-thin, white

주변 환경으로, 더 나아가 밤에는 별빛 가득한 하늘로까지

marble skin that features a mosaic. The large openings,

확장되게끔 한다.

made out of slightly colored translucent acrylic, expand

이 건축물은 평화와 안정 및 자연의 에너지와 아름다움까지

the inner space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한다. 이 건축물은 정신과 육체 및

during the night, to the starlit sky.

마음 휴식의 원천을 만들어 낸다.

It provides a space to find peace and tranquility and
experiencing nature’s energies and beauty. It is creating a
source of refreshment for the mind, body and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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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URY
HOUSETWO
Architect: Arturo Vittori,
Andreas Vogler | Rendering:
Jean-François Jacq | Use:
single-family home | Dimension: 3.6 x 7m, height 13m
| Weight: 14,000kg |
Materials: GRP(glass-reinforced
plastic), aluminum, glass | Assembly: 2 hours by 2 persons
| Design: 2004

Proposing itself as a criticism against the waste of space

“MercuryHouseTwo”는 수직으로 된 운송이 가능한

and resources typical of the modern housing development

단독주택이다. 주문 생산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industry, “MercuryHouseTwo” is a vertical, transportable,

“MercuryHouseTwo”는, 현대 주거 개발의 공간 및 자원 낭비에

single-family house designed for customizable serial

대한 비판으로서 제안되었다. 나노 기술로 만든 유리 코팅이

production. Nanotechnology glass coating allows

복사열을 조절해 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regulation of radiation and takes advantage of heat

한다. 자동으로 공기가 주입되는 온실이 주택에 연결될 수 있어,

energy; an inflatable automated greenhouse can be

거주자들에게 그날의 식량을 공급함과 동시에 주택의 공기와

connected to the house helping to offset the daily food

물을 정화해 준다.

needs of the inhabitants while cleaning the home’s air
and wate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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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VILLAGE
Architect: Arturo Vittori,
Andreas Vogler + Martin
Beutler (Firma für Soziale
Plastik) | Support: Political
Affairs Division IV, Berne,
Switzerland; the Dubai Police,
Dubai | Client: Political
Affairs Division IV, Berne,
Switzerland | Location:
initially Dubai, then touring
through Arabic world
Use: mobile exhibition pavilion
Dimension: ø7~9m, height
11m | Weight: about 6,000kg
| Material:aluminum, textiles |
Assembly: 2 days, 4 people |
Design: 2007

Conceived for a travelling exhibition to promote

아랍권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인권 증진을 위한 순회 전시회를

Human Rights, touring through the Arabic World, the

위해 고안된 “MobileVillage”는 3곳의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MobileVillage” consists of three pavilions. The iconic

이런 상징적인 형태는 자연 냉방을 위해 그 지역에서 찾을 수

configuration employs locally available resources for

있는 자원들을 활용한다. 삼각형 꼴의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진

natural cooling. Made of triangular aluminum elements,

수직 계란형의 구조는 유목민들의 텐트와 바람탑의 문화를

the vertical egg-shape structures propose a modern

현대적으로 해석해 낸 것이다.

interpretation of the culture of nomadic tents and wind
towers.

172

MOBILE ARCHITECTURE

Architecture and Vision

173

174

MOBILE ARCHITECTURE

Architecture and Vision

175

MOONBASE
TWO
Architect: Arturo Vittori, Andreas Vogler | Collaborator:
Céline Laurière | Consultant:
Thales Alenia Space | 3D
modeler: Giuseppe Mosetti,
Roman Baudisch, Ioana Cristina Nan, Dario Martini, Raffi
Tchakerian | Modeler: Self
Group | Location: Shackleton
Crater, Lunar South Pole |
Use: moon base to support
lunar habitation and scientific
exploration | Dimension:
packed ø7.5m, 6m long;
deployed ø20m, height 10m
Material: aluminum, carbon
fiber, Kevlar®, MLI, Nomex®,
regolith | Assembly: 5-day
set-up after self-deployment;
6-month regolith fill by robotic
system | Design: 2007

MOBILE ARCHITECTURE

“MoonBaseTwo”는 공기주입식 형태의 연구소인

inflatable laboratory “MoonBaseOne”. Conceived as

“MoonBaseOne”을 한층 발전시켜 만든 작품이다. 현지

a long-term base for conducting in situ research and to

연구 및 주변환경 조사를 위한 장기적인 기지로서 고안된 이

explore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t will also help in

구조물은,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환경에서 인류의 영구적인

the study of permanent human settlements far from the

정착지에 관한 연구를 보조할 것이다. “Ares V” 로켓을 통해

Earth. Designed to be transported to orbit and launched

궤도로 발사될 이 기지는, 착륙 후 자동으로 6개월간 최대

by the Ares V rocket, the station automatically deploys

4명까지 선발대 우주인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되었다.

after landing, to be ready to accommodate the first
astronauts - up to 4 people for 6 months.

ROCKET
ROCKET
LAUNCH
LA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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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BaseTwo” is a further developmen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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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

20 m

36 m

36 m

Regolith
Fill-In
Regolith
Radiation Protection

Rover
Docking
Port

10 m

Nod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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