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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tec is a high-tech company engaged in 

information development and processing in the 

sphere of medical imaging. Its corporate offices are 

located in Ra’anana and extend over three floors. 

In the new interior planning, designers linked all 

three floors with a private interior staircase, used 

solely by Algotec’s employees. During the design 

process, design team’s planning ideas drew on the 

company’s content world - the human body and its 

components. The inspiration for the interior planning 

and design came from images of the human body’s 

elements, like cells, molecules, tissue, and the 

spinal column. Together, all these elements formed 

the basis for a unique design language that drew 

together the interior planning and design concepts. 

As the design team, their challenge was to use 

imaging from human anatomy and translate it into 

a fresh architectural vocabulary. They did this by 

processing anatomical images through filters of 

scale, materials, prints, and textures. The result was 

a distinctive design vocabulary that in turn generated 

a set of design ideas and solutions. Accordingly, 

the conference room is covered with a construction 

of wood strips simulating the layering of human 

tissue; the textures and graphics covering the 

partitions replicate cell patterns in large-scale; the 

wall coverings and floorings simulate the structure 

of the ribcage; and the suspended lighting fixtures 

are inspired by human tissue and cells. Assisted by 

that special vocabulary, all these imaging and design 

elements create a warm and inspiring workspace. 

It’s a ‘home’ that encourages shared productive 

efforts, and preserves the fine balance between 

closed private spaces and open spaces for social 

meetings and gatherings.   Text offer : Setter Architects Ltd. 

Design : Setter Architects Ltd.  Project designer : Shirli Zamir  Project manager : Margolin Bros / Engineering & 

Consulting Ltd.  Location : Ra’anana, Israel  Built area : 2,800m²  Completion : 2016  Photographer : Uzi Porat  

Editorial designer : Shin Minki  Editor : Lim Hyunah

Setter Architects Ltd. : Setter Architects was established in 1984 by Michael Setter, a graduate of the School for 

Architecture and Town Planning at the Technion Institute of Technology, Haifa, Israel. Setter Architects is considered 

one of the leading interior design firms in Israel, servicing corporations as well as various private and public 

organizations. The firm specializes in modern design with an emphasis on integrating international style with the 

client’s unique organizational culture. Setter Architects is comprised of elite architects and interior designers whose 

relationships with professionals in a wide range of related disciplines, enables them to create the best possible 

designs and business image. The firm’s expertise at combining creative design with the needs of the client, results 

in projects that lend prestige to the client’s business or organization. The firm’s experience enables clients to provide 

a comprehensive solution for every client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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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알고텍은 의료영상 분야 정보 개발 및 처리 기술 관련 하이테크 기업으로 이들의 사무실은 

라아나나에 위치한 건물의 3개 층을 사용하고 있다. 새 실내디자인 계획에 따라 디자인팀은 

알고텍 직원 전용 실내 계단을 통해 3개 층을 연결했다. 또 디자인을 진행하는 동안 회사의 전문 

영역 즉 인체와 그 구성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냈다. 실내 구성 및 디자인 역시 세포, 입자, 조직, 

척추 등의 인체 요소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실내 구성과 디자인 개념을 

하나로 묶어주고 어우러지면서 독창적인 디자인 언어의 바탕이 된다. 디자인팀에게 주어진 과제는 

인체 해부학적 이미지를 참신한 건축 어휘로 재해석하는 것이었다. 디자인팀은 스케일, 소재, 

연출과 질감을 매개로 하여 해부학적 이미지를 재구성했고, 그 결과 다양한 디자인 개념과 대안을 

제시해주는 차별화된 디자인 언어가 탄생됐다. 회의실은 가늘고 긴 나무 판재로 마감되어 인체 

조직의 층구조를 연상시키고, 칸막이에 적용된 질감과 그래픽은 확대된 세포 조직이 모방됐다. 

벽 마감과 바닥재는 흉곽 구조를 닮았으며, 천장 조명은 인체 조직과 세포에서 영감을 받았다. 

독특한 어휘를 담은 시각 및 디자인 요소는 아늑하면서도 영감 넘치는 업무 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알고텍 사무 공간은 풍성한 열정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주는 ‘집’으로 독립적인 개인 공간과 

직원 모임 및 집회를 위한 공용 공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룬다.   글 제공 : 세터 아키텍츠 리미티드

 

세터 아키텍츠 리미티드 : 세터 아키텍츠는 1884년 이스라엘 하이파의 테크니온 기술대학에서 건축 

및 도시 계획을 공부한 마이클 세터에 의해 설립됐다. 세터 아키텍츠는 이스라엘 최고의 실내디자인 

회사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으며, 기업뿐 아니라 개인과 공공 단체와도 일해오고 있다. 국제적 

스타일과 의뢰인의 독특한 조직 문화의 융합에 초점을 맞춘 현대적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세터 아키텍츠는 뛰어난 건축가와 실내 디자이너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최고의 디자인과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다. 또 세터 아키텍츠는 창의적 디자인과 

의뢰인의 필요를 결합하는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과 단체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창출하고, 풍부한 경험에 힘입어 각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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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ETING ROOM

2 TOILET

3 ELEVATOR

4 STAIRCASE

5 AUDITO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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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 FLOOR PLAN6TH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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