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

공간을 유영하는 곡선의 아름다움

Somriures
에디터 전윤희 제공 Masquespacio

프로젝트명project_Somriures
위치location_Valencia, SPAIN
면적area_120㎡
설계 및 디자인architect&design_Masquespacio(www.masquespacio.com)
사진photo_Luis Beltran(www.luisbeltran.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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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page. 공간 전체에 화이트 컬러와 터쿼이즈 그린 컬러를 조합해 깨끗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left page. 천장에 매달린 2884개의 스트립 나무 조각은 아름다운 미소를 재현한 디자인이다.
this page. 선반 디자인도 라운드 형태로 전체 공간에 통일감을 부여했다.

“Although the last years we have been focusing on projects related to hospitality and retail, we also like to face new

challenges designing other projects like for an office space or in this case a dental clinic”, per Christophe Penasse,
founder of Masquespacio.

Alberto and Maite followed the work of Masquespacio since a while through social media and decided to contact them

to realize the renovation of their dental clinic Somriures, which is situated in a small town called L’Alcudia, around 30
km away from Valencia. Being the specialty of Somriures the creation of ‘beautiful smiles’, the design from the dental
clinic is highlighted through a sculpture of 2884 strips wooden strips that hang from the ceiling and overwhelm some

of the main walls with the aim to recreate a smile. The sculpture above is the perfect guide to take the clients from one
point to another.

On the other hand, the turquoise green and white color combination creates a smooth feeling, while the small touches
of gold, brown leather and dark blue establish a sophisticated contrast.

Besides for the custom-made furniture organic forms were used to match perfectly with the concept of a beautiful smile.
Ana Hernández, creative director from Masquespacio: “It has been an interesting experience to create the new space
of Somriures. It wasn’t a usual project for us in which we could add a lot of small decorative details. Totally contrary

to it due to the type of business we needed to design an overall serious and sophisticated design through the minimum

use of materials. Due to this fact, we decided to center our design on 3 elements: a sculpture that recreates a smile; the
use of turquoise green in combination with white walls and ceilings to maintain a clean image and the use of organic
forms for the furn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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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 가구는 골드, 브라운, 다크 블루 컬러를 사용해 포인트를 줬다.
right page. 전체적인 공간에서 보이는 유기적인 형태는 전체 콘셉트인 아름다운 미소의 개념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Somriures는 발렌시아에서 30㎞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 L’Alcudia에 위치한 치과다. 화이트와 터쿼이즈 그린 컬
러가 조화를 이룬 파사드를 보면 이 공간이 치과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Masquespacio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아나 헤르난데스(Anda Hernández)는 “Somriures의 새로운 공간을 만드
는 것은 흥미로운 경험이었다”며 “작은 장식 세부 사항을 많이 추가할 수 있는 일반적인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완
전히 비즈니스 유형으로 인해 우리는 재료의 최소 사용을 통해 전체적으로 진지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설계해야
했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3가지 요소에 디자인을 집중시켰다. 미소를 재현한 나무 조각, 화이트 컬러 벽, 천장과 함께 터쿼이즈
그린 컬러를 사용해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가구를 유기적 형태로 배치해 전체 이미지를 유지했다.
내부는 라운드 형태로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준다. 천장에 매달린 2884개의 스트립 나무 조각은 아름다운 미소
를 형상화한 디자인이다.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동시에 고객을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요소다. 컬러는
터쿼이즈 그린과 화이트 컬러를 바탕으로 해 부드럽고 깨끗한 이미지를 부여했다. 여기에 골드, 브라운, 다크 블
루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해 정교한 대조를 이뤘다. 맞춤형 가구 이외에 유기적인 형태는 이 공간이 형상화한 아름
다운 미소의 개념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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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page. 상담실의 가구 역시 라운드 형태를 선택했다.
this page. Somriures의 외관은 재료를 최소로 사용해 전체적으로 진지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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