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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SBERG CENTRAL 
OFFICE

C.F. Møller Architects is one of Scandinavia's leading architectural firms, with 90 years of 
award-winning work in the Nordic region and worldwide. Every day C.F. Møller Architects 
creates architectural quality based on innovation, experience and Nordic values. This assures 
sustainable and aesthetic solutions with lasting value for clients, occupants and society. 

C.F. Møller Architects는 북유럽 최고의 건축사사무소 중 하나다. 1924년 덴마크에서 설립된 사무소는 
지난 90년간 세계적인 어워드에서 다수 수상하며 그 이름을 알려왔다. C.F. Møller Architects는 혁신과 
경험, 스칸디나비아의 디자인 철학과 전통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
은 프로젝트의 배경과 맥락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해 완성도 높은 공간을 완성해 나간다. C.F. Møller 
Architects는 건축의 지속가능성, 도시 환경을 고려한 건축 디자인 등 새로운 스탠다드를 제안하며 전세
계 건축/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차 주 헌 기자

C.F. MØLLER ARCHITECTS
WEB: www.cfmoller.com
EMAIL: cfmoller@cfmoller.com
CONTACT: +45 8730 5300
FACEBOOK: @cfmolleraarchitects
INSTAGRAM: @cfmoller_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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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s Villa

PROJECT NAME: Carlsberg Central Office

CLIENT: Carlsberg A/S

LOCATION: Valby, Copenhagen, Denmark

SIZE: 23,200 m2 (15,500 m2 Office, 7,700 m2 basement and parking)

ARCHITECT: C.F. Møller Architects

LANADSCAPE: C.F. Møller Landscape

COLLABORATORS: Aarsleff, Niras

PHOTOGRAPHER: Adam Mørk

세계 최대 주류 기업 중 하나인 Carlsberg Group의 본사 사옥은 덴마크의 수도 Copenhagen에 위치한
다. 사옥이 자리하는 Valby는 1847년, Carlsberg 의 창업주 J.C. Jacobsen이 처음으로 맥주를 양조하며 
사업을 시작했던 곳이다. 그 뒤로 오랜 시간 동안 주류를 개발하며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전한 Carlsberg
는 Valby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고,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해왔다. 이로 인해 사옥은 사이트의 맥
락, 지역과의 상생을 고려하면서도 기업의 정체성을 건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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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central office of the Carlsberg Group sets the framework for a modern and dynamic workplace, with a 
building that supports identity, knowledge sharing, and innovation. This is emphasized with a large open atrium 
that binds the entire company together in one unified working community, integrated with the connecting the 
past with the future. Carlsberg's central office is located in Carlsberg's historic area of Valby Bakke in 
Copenhagen and appears harmonious in its interaction with its surroundings. The challenge has been to adapt a 
larger, modern office building with precision and sensitivity in a historic, urban and scenic location and, at the 
same time, give the building the aesthetic quality that characterizes Carlsberg as a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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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지식의 공유, 혁신을 키워드로 하는 Carlsberg Central Office는 현대적이면서 역동적인 공간으로 완성됐
다. 7,000 평이 넘는 사옥은 세 개의 동(桐)이 중심부인 아트리움으로 모여드는 형태를 띠고 있다. 사옥의 지상층은 동쪽으로 ㄱ자 
형태의 동(桐), 서쪽의 독립된 사무동으로 구분된다. 동쪽의 건물은 대형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위에는 사무공간이, 아래에는 직원 
레스토랑이 위치한다. 꼭대기까지 천장을 터 높은 층고를 지닌 아트리움에는 Carl Jacobsen's Garden을 향하는 동쪽 벽면을 전면 
유리창으로 구성했다. 또한, 깊이감을 주고 안쪽으로 살짝 들어선 평면 구조로 인해 실내에 있는 사람들도 창밖의 정원에 있는듯 느
끼도록 의도했으며, 쏟아지는 자연광이 아트리움을 통해 전 층으로 구석구석 퍼지는 효과를 주었다. 직원들은 아트리움에서 각 동, 
혹은 각 층의 업무 공간으로 향하거나, 계단에 앉아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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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trium opens onto Carl Jacobsen's Garden 
overlooking Carlsberg City and connects all floors 
of the building, surrounded by communal areas 
and joining all the office sections, both vertically 
and horizontally, into one single working 
community, reinforcing collaboration and sharing 
across the organisation. A large staircase with 
steps furnished with seating pads invites sitting 
down for short breaks, informal meetings and 
social interaction between staff and guests while 
enjoying a great view to the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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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은 약 900명의 직원들을 수용한다. 이에 따라 각 층
과 각 동에는 직원 레스토랑, 주요 사무 공간과 회의실 
등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사옥의 크고 작은 공간은 
가변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벽체는 유리창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옥 자체의 평면이 다각 형태로 
계획됐기 때문에 하루 중 어느 시점에 어느 층, 어느 장
소에 있든 다양한 각도/관점으로 도시, 혹은 정원의 풍
경을 즐길 수 있다. Carlsberg Central Office는 또한 수
명이 길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 자재를 활용해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사무 공간의 바닥재로는 마모
가 적은 대나무를 선택했고, 사옥의 내외부에는 재사용 
구리를 주로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사옥의 천장에는 옥
상 정원을 마련했고, 여기에 태양열 집전판과 빗물 저수
조를 설치해 전력, 수도 소비 효율을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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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ilding is built in durable materials with a long lifespan and requires minimal maintenance. Bamboo floors have been 
laid in a herringbone pattern on all office floors. Bamboo is sustainable by being a fast-growing grass species and hard-
wearing when used as a building component. The facades consist of 50% recycled copper and interior surfaces are mainly 
either untreated (without paint maintenance) or wood cladding with micro-perforations. 

There are solar cells placed on the roof and low-energy ventilation systems with heat recovery, solar shading inside and 
outside the facades, as well as water-saving fixtures and toilets. The indoor climate is based on good daylight and optical 
indoor climate, a strong acoustic solution, healthy air exchange with filtered, fresh air, and several options for con-trolling 
heat and glare via screens and curtains. The water feature, in combination with the building's green roofs, handles storm 
water during rain sh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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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NIKI POOL HOUSE

Quader offers more than an architectural blueprint. Step by step, from concept to finished building, they reflect client's needs and lifestyle 
to the project. Quader also creates private and commercial interiors, which represents the owner's personality from an aesthetic and 
functional point of view. Private houses, apartments, shops and restaurants, Quader handles any types of the program that client asks. 
With over 6 years of experience working with architecture and design, Quader's team has its own knowhow of the entire field of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 business, and suggest the best solutions to the clients.

Quader는 우크라이나의 건축사사무소이자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다. 이들의 작업은 단순히 설계도를 그려 판매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콘셉트의 기획, 
공간의 구성, 동선의 형성과 마감재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클라이언트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고 있다. 건축과 공간 디자
인 모두를 아우르는 Quader의 프로젝트는 단독주택, 공동주거시설, 상업공간 등으로, 미적, 기능적 부분에서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 활용 패턴과 니즈가 반
영되어 있다. 작지만 젊고 유능한 스튜디오인 Quader는 건축/디자인 산업 전반에 걸친 노하우를 통해 완성도 높은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차 주 헌 기자

Quader

WEB: quader.com.ua CONTACT: +38 067 719 19 86

EMAIL: info@quader.com.ua INSTAGRAM: @quader_architecture

Architecture + 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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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of this project were made with preference to natural wood all over the private 
house. The feeling of warmth and coziness is caused by a secluded location around a private house with many 
trees. The center of the project is an open terrace with a large swimming pool. It is faced with natural stone - 
travertine. The terrace is zoned into 2 parts — a barbecue area and a recreation area. The territory is surrounded by 
a fence on a stone base, which connects it with the landscape and other natural materials in the project.

PROJECT NAME: Lesniki Pool House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 Quader Architecture + Interior

AUTHOR: Mykola Hip

RENDERS: Anton Removskyi

DESIGN: Artem Bondar

LOCATION: Kyiv region, Ukraine

TOTAL AREA: 170 m2

PHOTOGRAPHER: Quader

1. Hallway
2. WC / Laundry

3. Living room
4. Guest room

5. WC
6. Boiler room

7. Tech room
8. Sports



124 125International LESNIKI POOL HOUSEInternational LESNIKI POOL HOUSE

젊은 부부인 건축주는 평소 많은 손님을 초대해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라이프 패턴을 가지고 있다. 젊고 활발한 건축주 
부부가 Quader에게 요청한 주요 포인트는 자연적인 물성과 차분한 
컬러의 활용, 그리고 디테일한 평면 계획이었다. 거실, 주방, 응접실과 
게스트룸 등 대부분의 생활 공간이 위치하는 1층은 복도를 통해 좌우
로 구분된다. 좌측에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공간들을 배치했고, 우측으
로는 기계실, 보일러실, 운동을 위한 공간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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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rm and homely interior of a country house in the 
Kyiv region was created for a young couple who likes to 
have many guests. The main materials in decoration, 
furniture, textiles and decor are wood, metal, stone. The 
shades are warm and natural. All rooms are designed in 
the same style with different accents. In the living room 
there is a copper fireplace, in the bedrooms there are 
beautiful ceiling lamps, in the bathroom there are walls 
tiled with colored tiles. This house is ideal for a 
comfortable pastime, and for crowded parties.



132 133International LESNIKI POOL HOUSEInternational LESNIKI POOL HOUSE

1층에서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건축주
는 저녁이 되면 2층으로 올라와 하루를 마무리
한다. 2층에는 주택의 정면 방향으로 테라스가 
설계되어 있으며, 드레스 룸을 지나면 주택의 뒤
편 수영장과 정원을 마주하는 마스터 베드룸이 
위치한다. 모던한 스타일로 디자인된 주택 실내
의 모든 공간은 부드럽고 따뜻한 컬러 팔레트를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창밖의 자연을 그대로 담
은 듯 나무와 석재를 주요 마감재로 선택해 사
이트가 지닌 매력을 실내 곳곳에서도 느낄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완성됐다. 

9. Hall
10. Master bedroom 
11. WC 
12. Balc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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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ARCHITETTURA is an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rm based in Turin, Italy. They have a second branch in Cuneo (Italy). Since 2011 it has 
been working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Big Exhibitions and Urbanism. Works of Blaarchitettura are published on the most importa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magazines such as "Domus", "Platform", "Abitare", "The Plan", "Perspective", "World Architecture". They 
firmly believe that Architecture is the assembly and composition of elements and functions in the three dimensions.

BLAARCHITETTURA는 이탈리아 Turin와 Cuneo에 지점을 두고 있는 건축 사무소다. 2011년 Alberto Lessan과 Jacopo Bracco가 설립한 
후 Davide Minervini, Alejandra Mora, Vittorio Domanda, Alberto Cout, Eudes Margaria, Jessica Marsengo가 합류하여 지금 회사의 모
습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3차원에서 펼쳐지는 요소와 기능의 결합을 통해 건축이 완성된다 믿으며, 도시 디자인 및 전시회 등의 분야에서 다
양한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다. BLAARCHITETTURA의 프로젝트는 Domus, Platform, Abitare, The Plan, Perspective, World Architecture
와 같은 세계적인 잡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 지 민 기자

SATISPAY

BLAARCHITETTURA
WEB: www.blaarchitettura.it
EMAIL: info@blaarchitettura.it

CONTACT: +39 011 0864864
INSTAGRAM: @blaarchitett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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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NAME: satispay

SITE: MILANO (IT)

SCHEDULE: 2020

SURFACE: 2,500 sqm

CLIENT: Satispay s.p.a.

TIPOLOGY: Office

PROJECT: blaarchitettura

PROJECT TEAM: Alberto Lessan, Jacopo Bracco, Davide Minervini, 
Thomas Pepino, Emanuele Sciuva, Egle Tavolaro, Germana Ravazzolo

LANDSCAPE: VerdeOfficina

ENGINEERING: DQuadro Engineering

CONSTRUCTION: Ferreri Costruzioni S.r.l., Edjlelettrjca

PHOTOS: beppe giardino

The Satispay project is one of the latest challenges 
that our study has faced. The theme consisted in 
converting an obsolete 2,500 sqm office building 
into offices serving a fast-growing start-up. The 
innovation concerns the arrangement of spaces, the 
management of paths and the social-oriented 
approach. Located in the central Milan area, in the 
Isola district, at the same distance between Central 
Station and Porta Garibaldi Station, the building is 
distributed in an articulated way, in 3 different 
buildings each on 3 floors above ground, with 
internal courtyards and several cavedi that were part 
of the project and transformed into real gardens.

1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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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pay는 빠르게 성장하는 신생 기업을 위해 2,500 m2의 낡은 건물을 새로운 사무실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였다. 
내부 안뜰과 서로 다른 3개의 건물로 나누어진 사무실은 혁신적인 공간 배치와 이동 경로, COVID-19의 예방 원칙
을 적용했다. 현재 80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만 유연성을 적용한 인테리어 디자인 덕분에 최대 200명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다. BLAARCHITETTURA는 클라이언트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번의 미팅을 가졌고, 이
를 통해 건물 내부에 식물이 많다는 점과 건물 요소에서 주거용 건축의 특징이 다수 발견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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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keting area is arranged in the portion of the building with double height and metal trusses. 
That area is the central core of the entire HQ from which the paths for the Social Area, the Podcast 
Area, the gardens, and the upper floors are developed. In the portion of the building on Via Porro 
Lambertenghi, on the ground floor, there is the Conference and General Update area, while the two 
upper floors are intended for the IT area where all the intelligence of the scale-up is developed. A 
connecting walkway was built between that portion and the other areas of the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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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는 사무 공간을 설계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주거 환경의 특성을 프로젝트에 그대로 적용했다. 사무실의 모든 
가구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맞춤 제작했으며, 따뜻한 느낌의 자작나무는 공간 전체를 연결하는 주요 소재로 사용됐다. 내
부는 마케팅, 개발, 법률, HR 등 다양한 영역의 직원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각 부서의 위치가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직원
들은 빠르고 신속하게 연결된다. 휴식 공간은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자 회의 혹은 간단한 미팅이 가능한 
업무 공간이 된다. 사무실의 모든 장소가 직원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을 유연하게 계획했다. 넓은 
안뜰에서부터 이어지는 풍부한 식물은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며, 아름다운 경관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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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ÖVIKSSKOLAN

Max Arkitekter is a small architectural office based in Stockholm, Sweden. Since the 1970's the office has been dedicated to the 
architecture of children. During our many years of practice, today led by Lisa Malmström and Anna Areskough, we have come to believe 
strongly in the power of architecture to create joy, security, and encouragement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Lisa Malmström과 Anna Areskough가 이끄는 Max Arkitekter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건축 사무소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한 건
축에 전념해왔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기쁨과 안전을 책임지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건축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유치원과 학교 프로
젝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Max Arkitekter는 건축가이기 이전에 성인으로서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환경을 만드는데 큰 책임감
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최근의 작업한 Bobergsskolan 프로젝트는 2020년 올해의 학교, 올해의 스톡홀롬 빌딩에 선정된 바 있다.	 이 지 민 기자

Max Arkitekter

WEB: www.maxarkitekter.se

EMAIL: info@maxarkitekter.se

CONTACT: +08 18 81 45

INSTAGRAM: @maxarkitek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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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the large-scale context of Stockholm's new urban area Liljeholmen one of the city's largest schools is situated, 
Sjöviksskolan. The exterior has a grandeur connecting to its context, while the interiors are intimate, rich, and welcoming. 
The two buildings of the school encircle a sheltered school yard, which opens to a nature park to the north and a small 
neighbourhood park to the south. The school is placed in a steep slope, which creates a souterrain storey beneath the 
school yard, connecting the two buildings below ground to a whole, and hiding its large sports hall. The souterrain facade 
faces the neighbourhoo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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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NAME: Sjöviksskolan

LOCATION: Liljeholmen, Stockholm, Sweden

COMPLETION YEAR: 2020

GROSS BUILT AREA: 15,800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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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Max Arkitekter

DESIGN TEAM: Anna Areskough, Agneta Ran and Caroline Ol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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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öviksskolan은 스톡홀름의 Liljeholmen에 위치한 학교로, 도시 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거대한 외관에서는 웅
장함이 느껴지지만, 내부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활동할 수 있는 친근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형성됐다. 두 개의 건물
로 이루어진 학교는 북쪽으로 자연공원이, 남쪽으로는 작은 근린공원이 둘러싸고 있어 아이들은 언제든지 자연과 가깝게 생
활할 수 있다. 학교의 외관 전면은 벽돌, 유색 콘크리트, 금속으로 덮여 있다. Sjöviksskolan은 Sweden Green Building 
Council로부터 에너지 효율 및 기술 솔루션을 갖춘 환경 빌딩으로 인증을 받으며, 지속 가능한 건축물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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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fferent rooms and functions within the school have been placed to create security and calm. Older and younger students have 
separate entrances and buildings, but meet each day in the centrally placed dining hall, while teachers and adults have offices 
throughout the school. Sjöviksskolan is divided into more private settings, habitats, where groups of 120 students and their teachers 
reside. These smaller entities within the larger school consist of a larger flowing space at its core, connecting to rooms of different 
size, function, and character. These habitats contain both rooms for teaching as well as toilets, cloak rooms and staff 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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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öviksskolanis는 복잡한 건물이지만 하나의 스토리를 
따라 신중하게 연결되어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한
다. 목재와 테라조는 건물의 주재료로써, 컬러풀한 색감
을 적용해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웅장하면서도 친
밀한 공간 안에서 학생들은 색상과 빛의 다채로운 변화
를 느끼고, 풍부한 감각을 경험하게 된다. 공간에 따뜻
함을 주는 나무를 통해 자연과의 연결을, 테라조 바닥은 
예술가 Bella Rune과 Jonas Nobel의 미적 감각을 꽃
피운 캔버스가 되어주었다. 또한, 공간 곳곳의 작은 창
문들은 벽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며, 크고 
복잡한 건물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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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öviksskolan is a complex building and it is a rich sensory experience to move through the school's changing landscape of 
intimate and grand spaces, colour, and light. Architecture, art and interior architecture interact to generate belonging and 
legibility by using colour, details, patterns and materials. The school's material palette consists of wood, in-situ cast terrazzo 
floors and coloured surfaces. While wood gives warmth to the spaces and a connectivity to nature the terrazzo floors are the 
canvas for the building's ambitious art in architecture project by artists Bella Rune and Jonas No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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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는 120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생활하고 있다. 내부의 모든 공간은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배치됐다. 학생들과 어른들의 출입구, 사용 건물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이들은 중앙에 
자리한 식당에서 매일 만날 수 있다. 교실, 직원실, 화장실, 휴대품 보관소 등 서로 다른 규모와 
성격을 가진 공간들은 각각 흩어져 있지만, 모두 학교의 중심부를 향하게 설계되어 이동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다. 스튜디오는 색상, 디테일, 패턴, 재료를 적재적
소에 활용해 학생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공간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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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NA

YOD Group is an internationally awarded commercial design studio based in Kyiv (Ukraine). Studio 
was founded by Volodymyr Nepiyvoda and Dmytro Bonesko in 2004. YOD Group's portfolio 
consists of more than 150 restaurants, bars, offices, hotels, and SPA realized all over the worl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y bring to Clints love and loyalty of the guests.

YOD Group은 우크라이나에 본사를 둔 국제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다. Volodymyr Nepiyvoda와 
Dmytro Bonesko에 의해  2004년에 설립됐으며, 주로 상업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호텔, 레스
토랑, 카페, 술집 등 호스피탈리티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YOD Group은 완벽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가
구, 조명과 장식을 디자인하고, 실험적인 시도로 공간을 구상하여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 YOD Group이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공간을 찾는 이들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것이다.	 최 윤 선 기자

YOD GROUP
WEB: yoddesign.com.ua
EMAIL: yodlab.pr@gmail.com
CONTACT: +380 67 404 5712
INSTAGRAM: @yod_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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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igners just emphasized some authentic elements and 
created on their basis a new contemporary interior. They had 
to hide all engineering systems to manifest the unique 
character of the place. You can not see any wire or cable 
inside Samna's halls. The restaurant has 5 halls and about 120 
seats. Guests start their journey in the hall with a welcome bar 
where aperitives are served, then they go to one of three 
main halls with set tables. After the meal, they could hang out 
in a hall with a copper bridge, a DJ on the balcony, and a bar 
mixology. It is a perfect place for communication and seeping 
into the vibrant atmosphere of Sam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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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NAME: samna

LOCATION: 6, Ivana Mazepy st. Kyiv, (Ukraine)

AREA: 726 m² 

PHOTOGRAPHY: Andriy Bezuglov

1. Guest hall 1
2. Second light
3. Guest hall 2
4. Guest hall 3
5. Kitchen
6. WC hall
7. WC
8. WC
9. WC
10. WC
11. WC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mother and baby room
12. Staff only
13. Guest hall 4
14. Staff only
15. Summer ter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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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na는 이스라엘의 유명 셰프 Meir Adoni의 중동 
요리 레스토랑으로, 키예프의 역사가 담겨있는 아스
날나 광장 옆에 위치해 있다. YOD Group은 그들의 철
학이 담긴 요소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창
조했다. 벽돌로 된 견고한 벽은 아치형으로 내부의 고
급스러운 미관을 연출하고, 부분적으로 석고를 칠했
다. 레스토랑의 홀 중 하나는 포도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홀의 내부는 쇼윈도로 둘러 싸여있다. 와인의 
원료인 포도를 재배하는데 기여하는 토양을 상징하
여 보는 이에게 확장된 이미지를 부여한다. 토양의 이
미지는 와인이 진열된 쇼윈도의 아래쪽에 인쇄되어 
있으며, 윗부분은 반투명하게 표현했다. 이 홀을 방문
하는 이들은 토양에서부터 자라나는 듯한 포도의 신
선함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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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uest hall 1
2. Smoking room
3. Bar technology

4. Bar technology
5. Gateway

6. Staff only
7. Storage room

There is plenty of copper in the restaurant's interior. It emphasizes the 
nobility of the place and works as an impressive contrast with laconic 
shapes of a bar island, console tables, and a shelf with glasses hanging 
above the counter on steel ropes. The soft shade of copper is also 
present in the restaurant's illumination. Spotlights' streaks reflect from 
the copper plates hung under the ceiling and ray to the tables. Such a 
structure of light provides an effect of a rich and warm beam which 
enlightens the space most comfortably and never blinds in guests'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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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의 내부를 구성하는 소재로는 구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당시 흔히 쓰이던 소재
인 구리 외 단단한 참나무, 가죽, 그리고 강철 등으로 Samna를 구성했다. 구리가 쓰인 인테리어 
디자인은 Samna를 고급스럽게 연출한다. 철로 만들어진 밧줄 위에 유리잔을 진열할 수 있는 
선반이 배치되어 있는데, 콘솔 테이블, 아일랜드 바 등의 투박한 형태와 전체적으로 대비되면서 
인상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조명은 천장 아래에 위치한 동판에 의해 반사되어 테이블을 빛나
게 한다. 이처럼 빛을 활용한 구조는 손님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간을 편안한 쉼
터처럼 만들어주며 풍부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