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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H1 모듈러 하우스
YNH1 modular house

 inHAUS By Yonoh (YNH1) 

Fran Silvestre Architects, Mario Ruiz and Yonoh Creative Studio have been in 
charge of designing the new models that the Valencian modular houses company 
will offer to its future clients worldwide.
Design is the union of art and technology. Today, thanks to industrialized 
construction, we can talk that the design of architecture has brought the concept 
of technology to the ultimate consequences. As a result of this combination of 
design and technology Casas inHAUS, the leading Valencian company in the 
sector of the  industrialized housing of the Premium qualities, launches its 
new inHAUS BY Collection in which it has had top-level designers such as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architect Fran Silvestre , the Mario Ruiz National 
Design Award and the widely awarded Yonoh Creative Studio to design their new 
models.
After more than 200 years of history, modular architecture has managed to bring 
together designers and industry, resulting in architectures that combine the best 
design, high energy efficiency, perfection in finishes and a turnkey integrated 
service with price and deadline . 
In this new Collection, the creative team of Casas inHAUS has worked with 
the signatures of Mario Ruiz, Fran Silvestre and Yonoh Creative Studio for new 
housing designs that can be enjoyed within five months with the turnkey service 
of the Casas inHAUS brand philosophy. 
New housing designs that range from transferring the Mediterranean essence 
as stated by architect Fran Silvestre; "The porticoed space reminds in turn of 
more vernacular solutions of Mediterranean architecture." until the volume set of 
Yonoh Creative Studio: “Light and the play of planes define the project” or “Curves 
and counter curves create a fluid and cordial space inside; outside, they wrap, 
hug and build a refuge from the environment ”that have inspired the designer 
Mario Ruiz. 
InHAUS BY is a unique project within the industrialized architecture sector that 
talks about the design component from which all the projects that Casas inHAUS 
carries out. Thanks to the inHAUS control over the manufacturing processes of 
the houses in a closely supervised environment, it allows to achieve a perfect 
product to be inhabited. These designs of houses are conceived integrally since 
they include the interior design and the selection of furniture made by the 
designer
A Collection that exemplifies the creative capacity that can be developed through 
technology and the industrialized system of architecture that Casas inHAUS has 
developed.  M

Design inHAUS By Yonoh (YNH1)  Design Team  Yonoh + Casas inHAUS 
Construction Casas inHAUS Location  Modular House Model inHAUS By Yonoh 
made to order in five months. Use Living Place Area 232㎡ Finish  Floor:, 
Wall: ,Ceiling: Exterior - Wood + Solid Surface + cement roughcast. Interior: 
Ceramic Floor + wood . 

디자인 inHAUS By Yonoh (YNH1) 디자인 팀  Yonoh + Casas inHAUS 건설 Casas 
inHAUS 위치 모듈식 주택 모델 5개월 후 주문 용도 리빙 플레이스 면적  232㎡ 마
감 바닥:, 벽: ,천장: 외관 목재 + 고체 표면 + 시멘트  내부: 세라믹 플로어 +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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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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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 Silvestre Architects, Mario Ruiz 및 Yonoh Creative Studio는 발렌시아 모듈 형 주택 회사

가 전세계의 미래 고객에게 제공 할 새로운 모델을 설계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디자인은 예술과 기술의 결합입니다. 오늘날에는 산업화 된 건축 덕분에 건축 설계가 기술 

개념을 궁극적 인 결과로 가져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품질의 산업화 된 주택 

부문에서 발렌시아를 대표하는 발렌시아 기업인 Casas inHAUS는 이러한 디자인과 기술의 

결합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축가와 같은 최고급 디자이너를 보유한 새로운 inHAUS 

BY Collection을 출시했습니다. Fran Silvestre, Mario Ruiz National Design Award 및 널리 알

려진 Yonoh Creative Studio에서 새 모델을 디자인했습니다.

200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모듈 형 아키텍처는 디자이너와 산업을 하나로 묶어 최고의 디

자인, 높은 에너지 효율성, 완성도 및 턴키 통합 서비스를 가격과 마감일로 결합한 아키텍

처를 구현했습니다.

이 새로운 컬렉션에서 Casas inHAUS의 크리에이티브 팀은 Marios Ruiz, Fran Silvestre 및 

Yonoh Creative Studio의 서명과 협력하여 Casas inHAUS 브랜드 철학의 턴키 서비스를 통

해 5 개월 이내에 즐길 수있는 새로운 하우징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건축가 프랜 실베스트르 (Fran Silvestre)가 말한 것처럼 지중해 본질을 옮기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주택 디자인; "포르 티코 공간은 지중해 건축에 대한보다 다양한 솔루션을 연상시

킨다." Yonoh Creative Studio의 볼륨 세트 :“빛과 평면의 플레이가 프로젝트를 정의합니

다”또는“곡선 및 카운터 커브가 내부에 유동적이고 따뜻한 공간을 만듭니다. 외부 디자

이너들은 마리오 루이즈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준 환경으로부터 감싸고 포옹하며 피난처

를 짓습니다.

InHAUS BY는 산업화 아키텍처 부문 내의 고유 한 프로젝트로 Casas HAHA의 모든 프로

젝트가 수행하는 디자인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면밀히 감독되는 환경에서 주택의 

제조 공정에 대한 HAHA 제어 덕분에 완벽한 거주 제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주택 디자

인은 인테리어 디자인과 디자이너가 만든 가구 선택을 포함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고안

되었습니다.

Casas inHAUS가 개발 한 기술과 산업화 된 아키텍처 시스템을 통해 개발할 수있는 창조

적 인 능력을 보여주는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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