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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idor

사람들은 의료 공간에서 즐거움과 괴로움 등의 격한 감정을 느끼곤 한다. 이에 비메르카테 병원은 

사람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하고자 빨간 장미, 하얀 백합 등 다양한 종류의 

꽃 사진과 물 등 자연의 요소를 내부에 적용하여 희망과 친근함이 느껴지는 평화로운 정원으로 

탈바꿈시켰다.

각 부서를 대표하는 꽃은 의료진들이 직접 선정한 것으로, 꽃의 이미지와 치료법을 연관시켜 병원의 

여러 부서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동선을 보다 쉽게 구획해 실용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자연 풍경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한 소아과 병동은 ‘숲’을 주제로 꾸며졌는데 이는 치료받는 

아이들에게 대안적 경험을 제공하여 눈길을 끈다. 또한, 순환 구역에는 나뭇가지 형태의 조명을 벽에 

삽입하고 여기에 색색의 발광 다이오드를 더해 지친 아이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이곳은 꽃과 물 등의 자연요소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을 충족시켜줌으로써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에게 차분하고 편안한 감성적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Circul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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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크레타 섬에 위치한 엘룬다 빌라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허무는 하나의 연결 고리로써 옛 해안 마을길을 

축소하여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현한 것이다. 이에 진회색의 천연석으로 마감한 외부는 연속적인 곡선과 면, 45도의 

벽 등과 같이 깊이 있는 볼륨감으로 유동적인 해안 풍경을 형상화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내부는 주변 경관을 끌어들이고자 개방형 평면을 계획하여 설계하였다. 목재, 가죽 등의 천연재료는 공간을 

구획하는 건축 요소와 독립적인 가구에 적용되어 고급스러움과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도 심플한 장식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욕실은 다양한 색상의 대리석과 천연목재, 반사판, 배면조명이 설치된 거울 등 다양한 마감재가 사용되어 각 빌라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외부의 풀장과 같은 높이로 계획한 선큰 욕조는 공간을 개방했을 때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조명테마를 선택 ·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침실에는 싱글 침대 또는 더블 침대로 사용 

가능한 전자동 침대를 두었으며 풀장의 전면에 배치하여 외부의 풍경을 쉽게 바라볼 수 있다. 거실은 반사 재질의 

개폐식 벽체를 적용해 침실 및 욕실과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 닫았을 때 방음효과가 뛰어나 독립적인 사용이 

용이하다. 이외에도, 각 빌라마다 설치된 외부 데크는 개인 풀장을 갖추어 투숙객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야간에는 

천창의 조명이 데크 위로 은은한 빛을 비추어 달빛이 쏟아지는 듯한 효과를 보여준다.

기하학적인 형태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곳은 주변 환경을 압도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으로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다.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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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This refurbishment project of the Elounda Beach Resort Hotel Crete 

penthouse into luxury spa and wellness facilities treats the internal and 

external spaces as a whole. The principle intention of the project is to 

ensure a visual continuity between the internal and external spaces but 

moreover, to extend the space beyond its physical boundaries and into 

this remarkable surrounding natural landscape. Visitors’ perception of 

the spaces is heightened and the feeling is one of ‘floating’ above this 

beautiful Cretan setting. 

On arriving to the second floor reception, guests have access to two 

‘paths’- humid (water based treatments) or the second path- facials, 

massage and body treatments. From the large lounge area through the 

glass partition, guests can enjoy uninterrupted views out to the 

panoramic pool and beyond to the islets and Aegean Sea. The interior 

spaces, characterised by the use of ‘light’ materials such as glass and 

translucent panels for walls and ceilings, create a calming serene, visual 

neutrality and are gently animated by the effects of reflection, while the 

surrounding landscape dominates the space and sheds its colors. The 

only exception to this palette is the reaction tub which is dramatically 

fitted out with black marble and printed glass.

The essentiality of the materials and the screenprinted graphic sign of 

the ‘leaves’ pattern (inspired by the local landscape) used throughout 

the scheme, contribute to stretch the perspective throughout an 

atmosphere of pastel colors and lightness, emphasised by the use of 

indirect artificial lighting at night.

리조트 호텔의 펜트하우스를 개조하여 지어진 엘룬다 스파시설은 내 · 외부의 시각적 

연속성을 부여하여 주변의 멋진 경관 속으로 공간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그리스 풍의 하얀 

건물은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마치 크레타 섬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부여한다. 

내부는 현지 경관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나뭇잎’을 공간 전체에 적용하여 안과 밖을 

시각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간접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는 파스텔 색조의 밝은 

공간을 한층 더 강조하고 밝은 느낌의 마감재로 공간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반면, 내부 

욕조에는 다른 공간과 달리 흑색 대리석과 투명 유리를 사용하여 극적인 효과를 연출 

하였다. 이외에도, 대형 휴게 공간에서는 유리 칸막이를 통해 풀장의 전경과 그 너머로 

펼쳐진 작은섬 및 에게 해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내부와 외부를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한 엘룬다 스파는 밝고 색다른 디자인으로 방문객 

들에게 안락함과 여유로움을 제공하고 있다.  

Exterior view

Pool in d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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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오버리에트 마을에 들어선 얀센 캠퍼스사의 신축 사옥은 ‘인간’이라는 주제 아래 이곳에 소속된 경영진, 연구원, 직원의 

적극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공간으로 완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여러 방향으로 기울어진 평면을 활용하여 시각적, 공간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태양의 위치에 따라 변하는 경사 지붕의 

그림자와 반사상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평면 유희’는 기하학적 디자인에 그대로 적용되어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유동적으로 설계된 내부에서는 매스와 빈 공간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마을의 도심 가로를 그대로 연장한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매스는 내부를 비운 뒤 자연광으로 채웠는데 햇빛이 들어오는 커다란 개구부와 돌출부는 사람과 자연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얀센 캠퍼스는 수 킬로미터 반경 내에서 조달 가능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지속가능성 원리, 지역의 

기업 능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부 기능

내부는 일상적 직업 활동이 효율적이고 유동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구획하였다. 이에 다목적 공간은 중앙 엘리베이터 및 계단과 

인접한 곳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였고, 보다 개인적인 분위기를 요구하는 작업 공간은 이곳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마련함으로써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환경을 연출하였다. 또한, 건물에서 구조적 역할을 맡고 있는 삼각형의 경계벽은 유동성을 높여 내부 평면을 

자유롭게 변형가능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높였다. 

안내 구역, 회의실, 구내매점, 레스토랑 등과 ‘ 미션 컨트롤’이라 부르는 공공 프로그램은 기업 운영의 중심부로써 1층에 

배치되었으며, ‘크레아티브버라이히’라 불리는 개방공간과 만남의 공간, 작업 공간, 휴게실이 있는 강의실, 기타 회의실 등은 2층에 

계획하였다. 또한, 3층에는 직원들 간의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방형 사무 공간을, 4층에는 주변의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테라스와 

이사회 회의실을 위치시켰다. 

얀센 캠퍼스는 복잡한 구조와 외관 형태를 통해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며 내부 공간에는 세부 장식을 최소화시켜 대조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Open space office

Classroom

Creativ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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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furbishment project of the Elounda Beach Resort Hotel Crete 

penthouse into luxury spa and wellness facilities treats the internal and 

external spaces as a whole. The principle intention of the project is to 

ensure a visual continuity between the internal and external spaces but 

moreover, to extend the space beyond its physical boundaries and into 

this remarkable surrounding natural landscape. Visitors’ perception of 

the spaces is heightened and the feeling is one of ‘floating’ above this 

beautiful Cretan setting. 

On arriving to the second floor reception, guests have access to two 

‘paths’- humid (water based treatments) or the second path- facials, 

massage and body treatments. From the large lounge area through the 

glass partition, guests can enjoy uninterrupted views out to the 

panoramic pool and beyond to the islets and Aegean Sea. The interior 

spaces, characterised by the use of ‘light’ materials such as glass and 

translucent panels for walls and ceilings, create a calming serene, visual 

neutrality and are gently animated by the effects of reflection, while the 

surrounding landscape dominates the space and sheds its colors. The 

only exception to this palette is the reaction tub which is dramatically 

fitted out with black marble and printed glass.

The essentiality of the materials and the screenprinted graphic sign of 

the ‘leaves’ pattern (inspired by the local landscape) used throughout 

the scheme, contribute to stretch the perspective throughout an 

atmosphere of pastel colors and lightness, emphasised by the use of 

indirect artificial lighting at night.

리조트 호텔의 펜트하우스를 개조하여 지어진 엘룬다 스파시설은 내 · 외부의 시각적 

연속성을 부여하여 주변의 멋진 경관 속으로 공간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그리스 풍의 하얀 

건물은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마치 크레타 섬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부여한다. 

내부는 현지 경관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나뭇잎’을 공간 전체에 적용하여 안과 밖을 

시각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간접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는 파스텔 색조의 밝은 

공간을 한층 더 강조하고 밝은 느낌의 마감재로 공간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반면, 내부 

욕조에는 다른 공간과 달리 흑색 대리석과 투명 유리를 사용하여 극적인 효과를 연출 

하였다. 이외에도, 대형 휴게 공간에서는 유리 칸막이를 통해 풀장의 전경과 그 너머로 

펼쳐진 작은섬 및 에게 해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내부와 외부를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한 엘룬다 스파는 밝고 색다른 디자인으로 방문객 

들에게 안락함과 여유로움을 제공하고 있다.  

Exterior view

Pool in d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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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오버리에트 마을에 들어선 얀센 캠퍼스사의 신축 사옥은 ‘인간’이라는 주제 아래 이곳에 소속된 경영진, 연구원, 직원의 

적극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공간으로 완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여러 방향으로 기울어진 평면을 활용하여 시각적, 공간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태양의 위치에 따라 변하는 경사 지붕의 

그림자와 반사상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평면 유희’는 기하학적 디자인에 그대로 적용되어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유동적으로 설계된 내부에서는 매스와 빈 공간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마을의 도심 가로를 그대로 연장한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매스는 내부를 비운 뒤 자연광으로 채웠는데 햇빛이 들어오는 커다란 개구부와 돌출부는 사람과 자연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얀센 캠퍼스는 수 킬로미터 반경 내에서 조달 가능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지속가능성 원리, 지역의 

기업 능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부 기능

내부는 일상적 직업 활동이 효율적이고 유동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구획하였다. 이에 다목적 공간은 중앙 엘리베이터 및 계단과 

인접한 곳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였고, 보다 개인적인 분위기를 요구하는 작업 공간은 이곳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마련함으로써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환경을 연출하였다. 또한, 건물에서 구조적 역할을 맡고 있는 삼각형의 경계벽은 유동성을 높여 내부 평면을 

자유롭게 변형가능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높였다. 

안내 구역, 회의실, 구내매점, 레스토랑 등과 ‘ 미션 컨트롤’이라 부르는 공공 프로그램은 기업 운영의 중심부로써 1층에 

배치되었으며, ‘크레아티브버라이히’라 불리는 개방공간과 만남의 공간, 작업 공간, 휴게실이 있는 강의실, 기타 회의실 등은 2층에 

계획하였다. 또한, 3층에는 직원들 간의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방형 사무 공간을, 4층에는 주변의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테라스와 

이사회 회의실을 위치시켰다. 

얀센 캠퍼스는 복잡한 구조와 외관 형태를 통해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며 내부 공간에는 세부 장식을 최소화시켜 대조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Open space office

Classroom

Creative sp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