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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ot Palace Weggis Health Wellness Hotel

Site plan

Location Weggis, Canton Lucerne, Switzerland

Function Hotel, Medical Wellness spa

Site area 17,423m²

Total floor area 19,361m²

Stories B2, 7FL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Timber

Finish Plaster, Timber slat

Design team Aileen Forbes-Munnelly, Michele Alberio, Andrea Carlotta Conti, 

Andrea Caminada, Federica Buffetti, Samantha Capoferri, Lorenza Tallarini

Client Dogus Group

Construction Anliker AG, Emmenbrücke, CH

Photographer Roberto Pelligrini, Fabrice Fouillet, Alex Teuscher

위치 스위스 루체른 베기스

용도 호텔, 메디컬스파

대지면적 17,423㎡

연면적 19,361㎡

규모 지하2층, 지상7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목구조

마감 석회, 목재

사진 로베르토 펠레그리니, 파브리스 뽈렛, 알렉스 토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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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e beauty of a built place is proportional to the positive influence it has 

on people. When we wonder why we feel so good in a place, so ‘at home’, it is 

because its dimensions, proportions and tensions have been designed for us. 

Chenot Palace Weggis, located in one of the most beautiful and historic places 

in Switzerland, overlooking Lake Lucerne, framed by the Alps, is designed for 

human well-being. What the hotel offers is continuous sense of feeling good, 

being at ease. It is this sense we give to our architecture by understanding it as 

a link between the DNA of a place and its future. 

Constructed between Autumn 2018 and Spring 2020, this flagship project 

extends over 20,000m2 and includes the addition of a new timber guest room 

block, a state-of-the-art medical spa and wellness area and the renovation of 

existing hotel buildings.

The view of the charming turn-of-the-century hotel from the lake remains 

unchanged from before the new development; the new guest room building 

has been set back above the entrance and its volumes staggered in such a way 

that it is not ever fully visible. The spa volume is covered with gardens and on 

arrival there only hint of spaces that might lie inside is across a series of bonsai 

courtyards. The timber cladding of the new guest rooms, spa and pool area 

plays a game of shadows and creates a material landscape embedded in the 

green gardens while the uniting of the old hotel buildings with the new ele-

ments is a synthesis of architectural language with simplicity in materials to 

ensure that the senses are not overwhelmed. 

The language of the new adopts the symbolic traits of the historical buildings, 

recalling the proportions and character of the vernacular, expressed in a con-

temporary way, combining the organic with the geometric, all in chromatic 

harmony. The complex comprises 97 hotel rooms, of which 52 are in pre-exist-

ing buildings and 45 in the new timber construction.

건축 장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장소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비례

한다. 이 장소가 ‘집처럼’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크기, 비율 및 장력이 우리를 위해 설

계되었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사적인 장소에 위치한 셰노 팰리스 

베기스는 알프스로 둘러싸인 루체른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웰빙을 위해 설계되

었다. 이 호텔은 기분 좋은 편안함을 추구하므로, 장소의 특성과 미래 사이의 연결 고

리로 이해함으로써 건축물에 이 느낌을 담아냈다.

2018년 가을부터 2020년 봄까지 건설된 이 대표 프로젝트는 20,000㎡ 이상 확장되며, 

새로운 목재 객실 블록, 최첨단 의료 스파 및 웰빙 공간, 기존 호텔 건물의 재건축을 

포함한다.

호수에서 바라보는 매력적인 역사적 호텔의 전망은 새로 개발되기 전과 변함이 없다. 

새로운 객실 건물은 입구 위로 셋백되었으며 볼륨은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되었다. 스파 볼륨은 정원으로 덮여 있으며, 도착하면 내부에 있을 법한 공간의 

단서만이 늘어선 분재 중정 사이로 보인다. 새로운 객실, 스파 및 수영장의 목재 외피

는 다양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푸른 정원에 삽입된 자연 경관을 조성하며, 오래된 호텔 

건물과 새로운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감각이 압도되지 않도록 건축 언어와 재료의 심

플함이 어우러진다.

새로운 건축 언어는 역사적인 건물의 상징적 특성을 채택하여 현대적인 방식으로 표

현된 일반 주택 양식의 비율과 성격을 상기하며 유기적 요소와 기하학적 요소를 색조

로 조화롭게 결합한다. 이 복합 건물은 97개의 호텔 객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52개는 

기존 건물에, 45개는 새로운 목재 건물에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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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ot Palace Weggis Health Wellness Hotel

1. Fitness area
2. Guest room
3. Parking
4. Office
5. Medical department
6. Courtyard
7. Aesthetic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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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ot Palace Weggis Health Wellness Hotel

1. Office
2. Conference room
3. Pharmacy
4. Parking
5. Technical / Service
6. Main reception
7. Staff canteen
8. Kitchen
9. Restaurant
10. Lounge

11. Terrace
12. Lalique bar
13. Guest room
14. Aesthetic & Hydro department
15. Medical department
16. Spa reception
17. Medical reception
18. Fitness area
19. Pool
20. Relax & Sauna

B1 floor plan

1st floor plan

Ground floor plan

4th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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