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의 가치에 예술성을 더한 공간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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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ject designed to bring deep relaxation and harmony through a direct connection with the surrounding nature.
Designed by Studio Apostoli, Neró Spa New Experience at the famous Hotel Terme Preistoriche in Montegrotto Terme, 
Italy, was created on the top floor of the existing building which overlooks the centuries-old inner park. This new 1200 sqm 
setting is in addition to the two outdoor thermal pools and the two indoor pools. A multipurpose, holistic and avant-garde 
Spa, conceived as a work of art and an expression of the history of the location, and the nature of a territory which for mil-
lennia knows and values the therapeutic qualities of its waters, becoming a harmonious union amongst Spa, territory and art. 
From the architectural point of view, the predominant use of glass offers guests the feeling of being fully immersed in the 
landscape, while the natural materials used such as wood, expressed in design elements, are in continuous dialogue with the 
environment. Water acts as a leitmotif to an overall well-being approach. After all the world “neró” in ancient Greek means 
drinking water which nourishes and hydrates. 
All the equipment emerges from a large contoured water basin, outlined around its perimeter by a highly suggestive LED 
immersion lighting system. A vertical wall of water located right at the Spa entrance was created to feed the basin. 
The Finnish Sauna is completely glazed and furnished with benches made of cedar wood which provide the room with a 
delicate fragrance. The Turkish Bath incorporates the finishes present in the Spa with floor, walls and ceiling covering and 
heated benches made in the innovative Ecomalta, specifically naturally treated. The Hammam, completely made in Guate-
mala Green marble, distinguishes itself for the large glass front wall. 
The Salt Cabin, with its cylindrical shape, features floors, walls, ceiling and seats completely covered in salt, according to 
the Baltic method and is characterized by the backlit wall in pink salt tiles. We then find a series of Shower Paths, the Kneipp 
path with three circular elements contoured by a LED lighting system and the Saline Pool. 
The absolutely stunning dual innovations are: the Temazcal, a dome shaped element embellished with cedar wood seats and 
the Kotatsu, that is composed of a circular bench and a central table from which it is possible to enjoy herbal teas and infu-
sions while keeping the legs in the low central basin. 
In the wellness center there are also 5 massage rooms, 2 face treatment stations, 2 hand stations and 3 Ayurveda cabins. 

previous page. 아방가르드한 느낌의 Neró Spa 모습. 물에 잠긴 LED 조명 시스템은 물의 시각적인 감성을 풍요롭게 끌어냈다.

this & right page. 물의 가치와 특성을 그대로 포용한 내부 공간 모습. 공간은 물의 유연한 흐름처럼 전체 부드러운 곡선으로 디자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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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로젝트는 주변 자연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깊은 휴식과 조화를 경험하게 했다.

Studio Apostoli가 디자인한 새로운 경험의 Neró Spa는 이탈리아 몬테그로토 테르메의 유명한 Hotel 

Terme Preistoriche에서 수백 년 된 내부 공원이 내려다보이는 건물 최상층에 만들어졌다. 1,200 sqm

의 새로운 환경은 총 500㎡가 넘는 수로에서 56개의 월풀과 6개의 경추 폭포를 갖춘 2개의 야외 온

천 수영장, 2개의 실내 수영장으로 구성되었다. 아방가르드한 Neró Spa는 예술 작품으로 고안된 다

기능적이고 전체론적인 본질을 추구하고 있다. 더욱이 수천 년 동안 물의 치료적 특성 및 가치를 인정

해 온 지역의 역사와 영토의 성격을 표현했다. 그만큼 이번 프로젝트는 스파, 영토 및 예술의 조화로

운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건축적 관점에서 볼 때 유리의 주된 사용은 고객들에게 풍경에 완전히 몰입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반면, 디자인 요소로 표현된 목재 및 천연 소재는 환경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의미한다. 그만큼 “neró”
는 전반적인 웰빙 접근 방식에 대한 주요 역할을 하며, 고대 그리스어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는 식수

로 해석된다.

모든 장치는 물에 잠긴 LED 조명 시스템에 의해 그 주변의 윤곽이 잡힌 궤적형 물통에서 나온다. 스파 

입구에 있는 물의 수직 벽은 오목한 욕조에 물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핀란드식 사우나는 전체적으로 유약을 칠하고 삼나무로 만든 벤치를 설치해 은은한 향기가 풍긴다. 터

키탕은 스파에 있는 마감재와 바닥, 벽 및 천장 덮개, 그리고 혁신적인 Ecomalta에서 특별히 자연 처

리된 온열 벤치를 통합하고 있다. 과테말라 녹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터키식 목욕탕은 대형 유리를 

전면 벽으로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자아낸다.

원통형 모양의 Salt Cabin은 발트해 방식에 따라 바닥, 벽, 천장 및 좌석이 완전히 소금으로 덮여 있으

며, 분홍색 소금 타일의 백라이트 벽이 특징이다. 

또한 공간에서 혁신성을 자아내는 부분은 삼나무 시트로 장식된 돔 모양의 테마즈칼(Temazcal, 증기

사우나)이나 허브 및 티를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코다츠(Kotatsu, 원형 벤치와 중앙 테이블)라 할 수 

있다.

웰빙 센터에는 5개의 마사지 실, 2개의 페이스 트리트먼트 스테이션, 2개의 핸드 스테이션 및 3개의 

아유르베다 캐빈이 있다.

건축가 Alberto Apostoli는 이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새로운 웰니스 개념을 표현할 수 있

는 좋은 기회였다. 20년 넘게 나는 이 세상의 물질을 영토의 천년 전통과 연결하면서 더 영적인 분위

기를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해 왔다. 우리는 고객과의 특별한 이해관계를 통해 독창적인 아이디어, 지

역과의 조화, 그리고 위치적으로 큰 스케일의 디자인을 통합할 수 있었다.” 

this page. 내부 홀은 허브 및 티를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코다츠(Kotatsu, 원형 벤치와 중앙 테이블) 가구가 돋보인다. this page. 돔 모양의 테마즈칼(Temazcal, 증기 사우나) 공간이 멋스럽게 연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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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_top. 핀란드식 사우나는 유약을 칠하고 삼나무로 만든 벤치를 설치해 은은한 향기가 풍긴다.

this page_bottom. 과테말라 녹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터키식 목욕탕은 대형 유리를 전면 벽으로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자아낸다.

this page_top. 원통형 모양의 Salt Cabin은 발트해 방식에 따라 바닥, 벽, 천장 및 좌석이 완전히 소금으로 덮여 있으며, 분홍색 소금 타일의 백라이트 

벽이 특징이다.

this page_bottom. Neró Spa 외관 전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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