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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beat Society> is the first and only hydrospinning center in Italy. It was conceived and 

designed as an innovative plac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any fitness gym people are used to. 

This is a place where ‘cool, friendly and pop’ are the key words, connoting an innovative character 

able to convey a fresh and colorful mood. The goal was to make visitors feel immediately 

Californian atmospheres. The colors of the project focus on a range of green, light blue and blue, 

walls and ceilings are pervaded by the freshness of these colors. The project is also defined by the 

atypical choice of materials, starting from the reception desk, which is covered in white tiles with 

colored joints, a material which is in strong contrast with the velvet that covers the cocoon on the 

mezzanine. The trait d’union between these elements is the staircase leading to the mezzanine 

level, entirely covered in perforated, white, clean and simple metal sheets. The wall behind the 

reception desk is covered in wallpaper that incorporates the logo and the foliage symbol of 

<Waterbeat Society>. Above all, visitors will find a pink neon sign that stand out in the air, with 

a touch of innocent boldness typical of this project. From the waiting room it is possible to see 

the swimming pool through a large window. Through a long, white and bright corridor, a sort of 

chromatic pause, visitors can access the male and female changing rooms and the pool. Changing 

rooms are characterized by very fresh accents. Here there is a game of two colors, water blue for 

women and blue for men. Strong and characterizing elements, unexpected materials and bright 

colors are the ingredients that characterize <Waterbeat Society>, an innovative place, which is 

the result of the contamination of different cultures, inspirations and pa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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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비트 소사이어티>는 이탈리아 최초이자 유일의 수상 스피닝 센터다. 이곳은 사람들이 

경험해 본 여느 체육관과 극명하게 다른 혁신적 공간으로 설계됐고, ‘세련됨, 친근함, 

대중성’이라는 핵심 주제 아래 획기적인 개성을 내세우며 신선하고 다채로운 풍경을 

드러낸다. 디자인 목표는 방문객이 캘리포니아 분위기를 바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녹색, 담청색, 푸른색이 주로 활용된 프로젝트 색상은 벽과 천장에 칠해져 

특유의 상쾌한 느낌을 선사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독특한 소재 

선택이다. 접수 데스크는 흰색 타일과 유색 이음새로 덮여 중이층 고치형 구조물의 벨벳 

마감재와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이러한 요소 사이의 접점이자 중이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전체가 단순한 다공질 흰색 투명 금속판으로 마감됐다. 접수 데스크 뒤쪽 벽면은 

<워터비트 소사이어티>의 로고와 나뭇잎이 그려진 벽지로 꾸며졌고, 무엇보다 방문객은 

공중에 매달린 채 프로젝트의 대담한 느낌을 뚜렷이 보여주는 분홍색 네온사인을 

발견하게 된다. 대기실에서 커다란 창을 통해 수영장을 볼 수 있으며, 마치 색상 공백처럼 

길게 뻗은 순백의 밝은 복도는 남성 및 여성 탈의실, 수영장으로 통한다. 산뜻함이 특징인 

탈의실은 여성 탈의실의 워터 블루와 남성 탈의실의 파란색 두 색감 대조가 두드러진다. 

강렬하고 인상적인 요소, 이색 소재, 밝은 색상은 <워터비트 소사이어티>의 혁신적 공간을 

규정하는 양분이 되어 결과적으로 다양한 문화, 영감, 열정이 조화를 이룬다.   

글 제공 : 노마드 아키테투라 & 인테리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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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floor planmezzanine floor plan

1 ENTRANCE

2 RECEPTION

3 MASSAGE ROOM

4 GlASS ElEvATOR

5 CHANGE SHOES

6 HydROSPINNING POOl

7 CHANGING ROOM

8 SHOWER

9 STAFF AREA

basement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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