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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질감을 럭셔리하게 빚은 건축물

Lefay Resort & SPA Dolomiti
에디터 박하나 제공 studio apostoli

ⓒMattia Aquila

132

Monthly Magazine ehousing_ 133

ⓒSharon Radisch
previous page. 건물은 지역의 전통적인 목재와 석재 등의 마감재를 적용했다.
left & this page. 외관은 삼각형의 박공지붕 형태로 되어 있으며, 유리로 마감하여 숲의 움직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했다. 수영장에서 바라본 돌로미티 숲의 경관이 무척 아름답다.

A complex that seems to emerge from the woods and blends perfectly into the landscape in which it is located: in line with
the philosophy of the Brand, Lefay Resort & SPA Dolomiti reinterprets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of the area. It rediscovers

the recurring elements of mountain buildings, such as timber, stone and the rigorous simplicity of the finishes, and through a
strong Italian style, gives prestige and luxury at an international level.

Based on these environmental elements, Studio Apostoli laid the foundations for the interior design concept. A design idea

that, in accordance with the client's wishes, the Leali Family, and in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Lefay Resorts Project Team,
communicates precise values, including Italian lifestyle, contemporary luxury and environmental and energy sustainability.

The structure is on nine levels, naturally set in the surrounding mountains - four dedicated to private residences and five to

hotel accommodation. There are 88 suites - divided between Prestige Junior Suite, Deluxe Junior Suite, Family SPA Suite,

Exclusive SPA Suite and a Royal Pool & SPA Suite - and 23 apartments. The apartments are arranged according to different

sizes and compositions, all equipped with kitchen, living room and dining room, plus one, two or three bedrooms with related
services.

Both typologies are characterised by the integration of the sleep and bath areas, zoned and separated by timber screens and by
the use of oak paneling and brass inserts, with custom made furniture.

The large entrance lobby with lounge, reading room, outdoor Sky Lounge, meeting areas, indoor shops and two restaurants
make up the large common areas, however the real heart of the resort would undoubtedly be that of the SPA. Covering about
5,000 square meters, the wellness area is spread over several floors, differentiated at a functional level: an entire floor dedi-

cated to treatments, the in&out swimming pool with family sauna, the Lefay SPA Method energy-therapeutic paths and the
large fitness area. Natural oak parquet, light-coloured leather upholstery and walls in natural granite stone make up the mate-

rial palette. Ivory or dark stone is used to define the various zones of the wellness area, overlooking the surrounding Dolomite
landscape through large windows.

Each area of the Resort is characterised by its own strong identity, yet inserted in the stylistic unicum that pervades the entire
complex. Every piece of furniture and every object has been specially studied and designed for this specific location, from the
wood panelling to the wallpapers and door handles, resulting in a completely personalised and tailor-made accom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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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 this page. 객실은 모두 주방과 거실, 다이닝 공간이 갖춰져 있으며 어디서든지 돌리미티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게 했다.

Lefay Resort & SPA Dolomiti는 숲이 바라보는 곳에 위치한 자연과 조화를 이룬 복합 단지다. 브랜드의 철학에 따라
Lefay Resort & SPA Dolomiti는 이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물을 재해석했다. 특히 목재, 석재 및 마감재의 엄격한 규칙
을 적용한 강력한 이탈리아 스타일로 국제적인 수준의 명성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환경 요소를 기반으로 Studio Apostoli는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의 토대를 마련했다. Leali Family는 고객의 요
청에 따라 Lefay Resorts 프로젝트 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탈리아 라이프 스타일, 현대적인 럭셔리 및 환경, 지속가
능한 에너지 등을 포함한 정확한 가치를 전달해냈다. 그만큼 핀졸로 시(city of Pinzolo)에 새로 들어선 이 5성급 호텔
은 최고의 이탈리아 디자인과 라이프스타일을 기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건축물은 주변의 산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9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4층은 개인 거주용으로, 5층은 숙박 시
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중 프레스티지 주니어 스위트, 디럭스 주니어 스위트, 패밀리 스파 스위트, 전용 스파 스
위트, 로열 풀 & 스파 스위트 등 88개 객실과 23개 콘도가 있다. 콘도의 규모와 구성은 다양하며, 주방과 거실, 식사
공간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침실 역시 호수에 따라 1개부터 3개까지 갖춰져 있다.
외관은 삼각형의 박공지붕 형태로 되어 있으며 유리로 마감하여 숲의 움직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했다. 이로 인해 외
관 전면이 하늘과 숲의 모양대로 변신하여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객실과 아파트 모두 수면 및 목욕 구역의 통합, 목재 스크린을 이용한 구획 분리, 오크 판넬 및 황동 인서트 사용, 맞
춤형 가구 배치가 특징이다.
라운지, 독서실, 야외 스카이 라운지, 회의실, 실내 상점 및 2개의 레스토랑이 있는 대형 현관 로비는 넓은 공용 공간
을 구성하지만, 리조트의 중심은 의심할 여지없이 SPA가 있는 웰니스 구역이다.
여러 층에 걸쳐 있는 웰니스 구역의 총면적은 약 5,000제곱미터에 달하며, 각 층에는 마사지 치료 요법, 패밀리 사우
나를 포함하는 인 & 아웃 수영장, 르페이 SPA 메서드 에너지 요법, 대형 피트니스 구역 등 각기 한 가지 기능을 집중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특히 천연 오크 바닥, 연한 색상의 가죽 시트, 천연 화강암 벽이 아름다운
색상 조화를 구현해 내고 있다. 큰 창문을 통해 돌로미티의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웰니스의 구역 구분에는 상아색
과 검은색 돌이 사용되었다.
리조트의 모든 라인은 각각의 강한 특징을 갖추면서도 함께 어우러져 모든 구역을 아우르는 하나의 스타일을 지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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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 웰니스 구역은 리조트의 핵심 공간으로, 상아색과 검은색 돌 마감 등 차별화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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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 건축물은 주변의 산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9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4층은 개인 주거용으로, 5층은 숙박 시설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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