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 SPOT

CASALE DEL PRINCIPE

Alberto Apostoli designed the new spa and the suite for <Casale Del Principe> in Monreale,
Sicily. Contemporary and sophisticated design meets Sicilian ancient building techniques as
well as powerful and vigorous aesthetics. The Rizzo family, owner of the property, decided
to create within the structure a wellness center with a spa, a rather ambitious project that
involved the renovation of an area of the Casale almost completely in ruins; the project also
included the creation of seven themed suites and the restoration of some external areas. The
concept behind the project was to reflect the peculiarities of a place so steeped in history and
tradition without falling into mere trivialization of the Sicilian style. The spa is characterized by
its relationship with the extraordinary architectural complex in which it is placed, the nature
and its flora so rich and unique. The concept avoids the creation of artificial spaces, but is
characterized by a particularly strong identity, creative and versatile synthesis of the Sicilian
culture and the ‘ability to build’ from its craftsmanship. The spa is spread over two levels and
it integrates smoothly with the first floor, in which seven suites were included. On the ground
floor there is the main attraction of the wellness center, a cabin for treatments carried out in a
cocoon or large basket, 6m high and floating on a pool. This particular place has been designed
to provide guests with massages and treatments in a very unusual and maternal room. The
construction technique, used by local craftsmen, involves the use of natural cord grass marsh
wicker over a metal structure. The reception desk is crowned with a beautiful graphic 10m
long that recreates the image of the Cathedral of Monreale all along the corridor that leads to
the humid area. At this level there are also treatment rooms, a windowed sauna, a hammam
divided into a calidarium and a tepidarium, emotional showers and a relaxation room.

알베르토 아포스톨리가 시칠리아 주 몬레알레에 위치한 카 살레 델 프린시페의 새로운
스위트룸과 스파의 디자인을 맡았다. 이 프로젝트는 현대적이면서 고상한 그의 디자인과
강인하면서 활기찬 미학을 가진 시칠리아 고대건물 기술과의 만남이다. 건물주인 리초 가문은
건물 내부에 스파가 마련된 건강 센터를 만들어 폐허로 버려진 카살레 구역을 재단장하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으며, 여기에는 7가지 테마로 이루어진 스위트룸과 다른 외부 영역의
복구도 포함됐다. 이러한 계획을 위한 디자인 콘셉트는 시칠리아 문화의 진부함에 빠지지
않으면서 이 지역의 특징적인 역사와 전통을 반영시키는 것이다. 이곳은 건축적으로 뛰어난
스타일의 건물과 현대적인 콘셉트의 관계를 토대로 풍부한 자연과 식물을 이용한 독특한 장소가
됐으며, 인위적인 공간 대신 시칠리아 문화와 그들의 장인 정신에 의한‘창조 능력’
에서 나오는
독창적이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두 개 층에 걸쳐 구성된 스파는 7가지 스위트룸이
위치한 첫 층과 부드럽게 조화를 이룬다. 지상층에는 이 센터의 주 명소인 6m 높이의 커다란
고치 모양 혹은 바스켓 모양의 구조물이 배치됐는데, 이는 수영장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며,
고객들은 색다르면서 모성적인 공간에서 마사지와 트리트먼트를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에
사용된 건축 적인 기술은 연안지방의 습지대에서 자라는 버드나무를 금속 구조물 위에 감싸
만든 장인의 방식과 같다. 10m 길이의 그래픽으로 장식된 리셉션 데스크는 습지대까지 이어지는
복도와 함께 몬레알레의 대성당을 연상시킨다. 그 외에도 이 층에는 트리트먼트실, 사우나실,
온탕과 미온 욕탕으로 나뉜 터키식 목욕탕을 비롯한 샤워 시설과 휴식실 등이 갖춰져 있다.
www.albertoapostol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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