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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없는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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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Design  침실에 오픈된 욕실을 구현해 언제든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웰니스 공간을 구축했다.

다양한 기능과 형태를 부여한 가구 시스템으로 열린 
공간에 섬이 떠다니듯 유연한 레이아웃을 꾀했다.

천장 수납 시스템을 계획해 공간을 
최대한 넓고 자유롭게 사용한 주방.

편안한 톤의 소재를 사용하면서 
라인은 날렵하게 가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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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낮은 벽이라 한들 물리적 구획은 동선에 제약이 된다. 구조적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공간이 

자유롭게 흐르는 집은 더 폭넓은 활동을 이끌어내기 마련. 흥미롭게도 B09에서는 욕실조차 예외

가 아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자리한 이 집은 레이아웃을 완전히 개방적으로 재편해 전체가 유기

적인 동선으로 연결됐다. 긴 복도를 조성해 각 영역을 매끄럽게 오가도록 의도한 것이다. 또 고정

적인 구조를 최소화하는 대신 가구 시스템에 다양한 기능과 형태를 부여해 바다처럼 열린 공간에 

섬이 떠다니듯 유연한 레이아웃을 정립했다. 내부는 정겨운 인상을 전하는 목재 천장 아래, 날렵한 

라인이 돋보이는 주방과 다이닝 영역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 가느다란 프레임을 강조한 집기로 파

티션, 디스플레이 기능 등을 대체한 점이 독특하며 천장 수납 시스템을 계획해 공간을 최대한 넓고 

자유롭게 사용했다. 주방 반대편에 자리한 거실은 비교적 독립적으로 구성했는데, 마찬가지로 가

벼운 라인을 살린 집기를 두고 블루, 오렌지, 옐로 등 다양한 컬러를 적용해 생기가 느껴진다. 전반

적으로 가구는 산뜻한 톤의 물푸레나무와 블랙 프레임으로 제작해 통일감 있다. 메인 침실 역시 개

방적인 가구 시스템을 통해 넓게 트인 구조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욕실을 완전히 열어 동선을 최대

한 축약한 것이다. 침실에서 바로 욕조로 이어져 언제든 스파를 즐길 수 있다.

가구는 산뜻한 톤의 물푸레나무와 블랙 
프레임으로 통일감 있게 제작했다.

블루, 오렌지, 옐로 등 다양한 컬러를 
사용해 비교적 발랄하게 구성한 거실.



170

옷장과 파티션 기능을 결합한 침대. 고정적인 구조는 최대한 배제하고 가구 위주로 간결하게 꾸렸다.

침대 옆에 바로 오픈된 욕실이 자리해 
언제든 스파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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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BATHROOM
욕실의 경계를 허물어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벽과 가구 등을 최대한 오픈한 설

계 의도에 따라 욕실 역시 벽 없이 과감히 노출한 점이 인상적이다. 단을 높이

고 타일로 마감해 영역성을 확보한 후 욕조와 세면대가 결합한 긴 매스를 얹

었다. 침대 바로 옆에 자리해 활용성이 탁월하며 이처럼 개방적인 욕실을 통해 

침실 전체가 하루의 피로를 완전히 씻어내는 웰빙 공간으로 거듭났다. 바로 옆

에는 샤워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을 올리고 타일로 마감해 영역성을 확보한 후, 세면대와 
결합한 긴 욕조를 두어 감각적인 구조를 이룬다.

개방적인 욕실을 통해 침실 전체가 
웰빙 공간으로 거듭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