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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Singapore Sentosa Cove 호텔의
Contemporary Design 사례
글 양용승 ＼ W호텔 현장 대리 ＼ 전화 65-9655-6410 ＼ E-mail kajol@ssyenc.com

1. 머리말

2. 공사 개요
1) 공사명 : W Singapore Sentosa Cove
2) 발주처 : City Developments Limited
3) 공사규모 : 지하 1층~지상 7층 호텔 1개 동
4) 부대시설 : 240개 객실, Ballroom, 레스토랑,
Swimming Pool, Pool Bar, Spa, Gym,
Boat Berth 등
4) 대지면적 : 17,016m2
5) 연면적 : 23,805m2
6) 외부마감 : 커튼월, 구리판 및 알루미늄 패널

W 싱가포르 호텔 프로젝트는 우리회사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오션프론트 콘도미니엄 등에서 보여준 고급건축물 시
공 및 품질관리 능력의 우수성을 발주처가 인정, 우리회사의 경영
진에게 수의계약을 제의하여 시작하게 된 호텔 프로젝트이다. 사
업부지는 싱가포르의 유명한 관광지인 Sentosa섬 내 Sentosa
Cove라는 싱가포르 최고급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첨단 트렌드가 반영된 W호텔 프로젝트의 디자인 및
빌드 진행과정에 대해 소개하여, 향후 명품호텔 디자인 설계에 도
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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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출입구 야경

3. W호텔 디자인 소개

1) Wonderful
열대우림, 꽃, 나무, 자연이 일관된 디자인 맥락을 형성하며, 곳곳
의 나비, 새 등의 소품은 공간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호텔 입구 : 꽃잎으로 형상화된 대형 W 사인물 및 스테인레스
스틸 캐노피 등
•호텔 1층 로비 : 갈대를 형상화한 화단 조명
•호텔 2층 로비 : 꽃을 형상화한 각종 파티션, 벽체 페인팅, 꽃줄
기를 음각한 바닥 석재, 꽃과 새를 형상화한 조명, 사인물 등
•호텔 프론트 : 꽃을 형상화한 데스크, 꽃모양 투명유리의 팬던
트 조명 등

[그림 2] 디자인 콘셉트

호텔 입구, 1층 로비

W호텔은 Westin, Sheraton 등 9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세
계적인 호텔그룹인 미국 STARWOOD사의 Style 호텔 브랜드이
다. 이 호텔은 STARWOOD사가 발주처와 위탁경영 계약을 통해
호텔 운영을 담당하는 사업구도이다. 일반적인 호텔과는 달리 W

2층 로비, 호텔프론트

호텔만의 도회적인 감성과 독특한 디자인, 드라마틱한 공간연출로
세련되고 젊은 느낌을 준다. 기본 콘셉트를 Cosmopolitan Oasis
와 Electricfying Jungle로 잡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을 벗어나고
자 하는 도시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 기대와 호기심을 충족시키
고자 하는 디자인을 기본 콘셉트로 하고 있다. 이에 호텔의 바닥
및 벽에 사용된 다양한 패턴 및 텍스쳐 디자인은 호텔 투숙객들이
호텔에 한 발짝 들어선 이후부터 새로운 경험을 체험하는 여행이
시작됨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객실 복도, 객실

3-1. 주요 디자인 콘셉트 및 콘텐츠
‘W’
의 상징적인 의미는 Welcome, WOW, Warm, Whenever,
Whatever 등 여러 가지이며, 호텔 운영시 제공되는 고객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인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다.
•Wonderful(멋짐) : 꽃과 나비, 자연의 조화
•WOW(놀라움) : 상상력이 발현된 조형 설계(기능과 미학의 접목)
•Welcome & Warm(환영/친근) : 포옹, 악수의 소품을 통해 방문

부대시설 - Ballroom, Function Room, Spa

객에 대한 최대의 경의, 친밀감 표현, 놀이가 가미된 소품 디자인
•첨단 트렌드 : 신감각의 조명, 신기술 자재, 멀티미디어
호텔 방문객은 차량에서 내려 호텔로 들어서고 객실에 도착하기
까지의 모든 순간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W’디자인 콘셉트
를 접하게 되며, 이로 인한 감동, 재미, 판타지를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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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 꽃을 에칭한 도어, 로즈가든 분위기의 엘리베이터
인테리어 디자인 등
•객실 복도 : 꽃과 바닷가 조약돌 이미지의 카펫, 화사한 꽃과 이
슬을 형상화한 천정 조명, 구름형상의 벽전등 등
•객실 : 꽃장식의 스테인레스 스틸 도어 패턴, 카펫, 침대 벽, 욕
실 거울 등
•부대시설 : 꽃잎의 볼룸 샹들리에, 열대수목 형상의 펑션룸 테
이블, 스파의 각종 꽃 디자인 등

상상력이 동원된 WOW 디자인은 놀라움과 재미를 주면서도 기능
을 잃지 않는 균형미를 보여준다.
•유니크한 도어 핸들 : 스테인레스 스틸 젓가락, 스테인레스 스
틸 재질의 흐르는 곡선, 동물의 뿔, 하마, 악수하는 손, 연꽃 등
•상식을 뛰어 넘는 기발한 디자인 : 책상을 거꾸로 붙인 주방 천
정, 술잔을 이용한 조명장식, 여체를 형상화한 소변기 칸막이,
변기를 내려다보는 천정 사인물, 나무를 조약돌 모양으로 깎아
만든 주방 월 디자인, 초승달 체인스크린, 독특한 테이블 및 의
자, 대형 캔디 조각상 등

2) WOW

•일상용품을 이용한 장식물 : 스푼과 포크를 이용한 등기구, 하
이힐 모양의 책꽂이, 새장과 새 모양의 등기구 등

유니크한 도어핸들

•숨어있는 동물·곤충 장식 : DJ Booth의 하마 다리, 주니어 스
위트 객실의 노란색 나비패턴 글라스, 볼룸의 숲속 요정 장식 등

3) Welcome & Warm

Welcome, Warm Design Items

상식을 뛰어 넘는 기발한 디자인

일상용품을 이용한 장식물

숨어있는 동물 및 곤충 장식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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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방문객을 오랜 벗으로 반기듯이 맞이하는 디자인 감각이 적

•미디어 테이블 : 2층 라운지 테이블에 터치가 가능한 미디어 테

용되어 있다. W호텔의 고객 관리 철학이 반영된 친근함을 구현하

이블을 설치하여 인터넷, 정보전달 및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는 디자인은 일반적인 특급호텔이 가지는 권위적 디자인을 대체

•네온 글라스 조명 : 호텔 주계단 주변 등에 설치된 갈대 형상의

하고 있다.

조명등으로 계단을 오르는 방문객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전등이

•스타의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의 레드카펫이 연장된 호텔 입구

점멸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있다.

•엘리베이터 안의 소파
•꽃을 들고 고객을 환영하는 손 모양의 장식물
•투숙객이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보게끔 호기심을 유발하는 콧
수염 거울
•그네형 의자(객실, 로비)

3-2. 주요 공간 디자인
‘W’콘셉트가 반영된 3,000여 개 세부 디자인 아이템은 주변의
다양한 디자인 언어와 잘 조화되어 그 공간 내에서 의미있는 생명
력을 지니고 있다.

•장미꽃을 쥐고 건네는 손 장식
•전화 통화시 줄을 당겨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소음차단
Whisper Booth
•수영장 Cabana : 그늘에서 편안한 휴식이 가능한 해먹과 비슷
한 개념의 그네 침대 설치

1) 객실
객실 디자인의 경우 욕실과 객실 사이에 슬라이딩 유리를 설치하
여 공간의 오픈된 느낌을 준다. 4가지 시나리오에 맞추어서 컬러
가 변하는 LED 라이팅 디자인을 베드프레임과 플라워 패턴의 베
드헤드에 적용하여 건축 마감과 라이팅이 어우러진 다양한 분위

4) 첨단 트렌드

기를 연출한다. 소파 위의 라이팅은 나비 모양을 형상화하여 침대

그 외에도 LED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디자인을 공용공간에 적용

와 카펫의 플라워 패턴과 함께 디자인의 연관성을 주고 있다. 또

하여 첨단 트렌드를 구현하며, 모든 방문자에게 W호텔의 이미지

한 각 객실에 스피커 및 우퍼시스템을 설치하여 트렌디한 디자인

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명 및 음악도 중요시하는 콘셉트를 완성한다.

•미디어 월 : 1층 전면에 위치하며 LED 패널이 다양한 멀티미디
어 패턴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현한다.
•미디어 미러 :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으며 CCTV 카메라를 통
해 관찰자의 영상이 원형의 거울 스크린에 데칼코마니 형식으
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첨단 트렌드 디자인

[그림 3] 객실 전경

2) 식당
‘Skirt’
와‘The Kitchen Table’
로 불리는 2개의 레스토랑이 호
텔의 1층에 위치하고 있다. 레스토랑은 오픈 콘셉트의 주방이다.
각기 다른 메뉴를 제공하는 주방에서 직접 조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손님과 W호텔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Skirt’
레스토랑은 초승달 모양을 형상화한 Chain Pendant로 벽을 장
식하였고, 스푼 및 포크를 형상화한 위트 있는 전등 디자인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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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병을 이용한 벽장식, 칼라 글라스 조명 등이 현란하게 적용되
었다.
‘The Kitchen Table’레스토랑은 천정에 대형 테이블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디자인, 오픈 주방의 환기 덕트 주변에 적용된 데코
레이션 글라스 포트, 작은 술잔(사케 잔) 이미지의 천장 전등 디자
인이 흥미롭다. 주방카운터는 딤섬·인디언·스시·에스프레소·
피자 등이 독립된 주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 Ballroom 전경

[그림 4] Skirt 레스토랑

[그림 7] Function Room 복도

탈을 꽃잎의 모양으로 형상화해 환상적인 빛의 분위기를 연출한
다. 또한 벽에는 작은 요정 모형을 벽의 포인트인 대형 플라워장
식 위에 두어 위트있는 디자인을 하였다.
펑션룸의 복도 및 전면의 벽은 호텔 전체에 사용된 디자인 언어인
플라워 패턴을 모티브로 한 라이팅 및 장식벽이 사용되었으며, 뒷
면의 휴게테이블은 바닥과 천정을 연결하는 원형나무기둥과 천장
까지 가지가 뻗힌 나무 모양을 적용한 위트있는 디자인이 적용되
[그림 5] The Kitchen Table 레스토랑

었다.
Ballroom 및 Function Room의 외부는 휴식의 기능을 하는 잉

3) Ballroom 및 Function Room

글리쉬 가든으로 불리는 외부 공원이 있다. 물방울과 꽃, 나무줄

호텔의 연회 및 행사를 하는 Ballroom은 2층 호텔 리셉션 프론

기를 모티브로 바닥은 자연목재와 화강석 자재를 사용하였다.

트 뒤편에 위치하며, 스타 마케팅이나 국제적 규모의 연회 유치를
위해 호텔 규모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500석 이상으로

4) 라운지

설계되었다. 벽과 천장은 석고보드로 꽃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W 라운지로 불리며, 호텔의 2층에 위치하고 있어 1층 주출입구

후, 스페셜 페인트 도장 및 크리스탈을 이용한 벽체 라이팅 장식

에서 원통형 글라스 엘리베이터(Bubble Lift)로 이동하여야 한다.

을 하였다. 천장의 경우 다운라이트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크리스

호텔 손님들의 대기 및 이벤트 공간으로 사용되며, DJ 부스 및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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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W 라운지

[그림 10] Spa Pool

피커가 설치되어 있어 디자인뿐만 아니라 음악으로도 W호텔 특

체인징룸, 스팀사우나, Rain Pod, Spa Pool, Treatment룸 등의

유의 젊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시설이 있으며, 문의 모양을 문어모양의 곡선프레임으로 디자인하
여 편안한 느낌을 준다. 또한 스파에는 9개의 자쿠지를 포함한 독

5) Bar

립된 풀을 가진 Spa 객실이 있다. 일반 객실과 다른 테마를 가지

2층의 리셉션 맞은편에 위치하며, Woobar로 불린다. 바닥은 테

고 있으며, 빨간색을 포인트 컬러로 하여 베드헤드 및 생나무 액

라조 타일, 기둥과 천장은 스페셜 도장이 적용되었으며, 일관적인

자 등에서 자연적인 디자인을 하였다.

플라워 패턴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천장은 포인트로 새와 새장을
형상화한 전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11] Spa 객실의 Pool

[그림 9] Woobar

7) 수영장 및 Pool Bar
국제수영경기장 면적보다 큰 1,450m2 의 전체 면적을 가진 호텔

6) Spa 및 Spa 객실

수영장에는 1개의 메인 풀과 1개의 어린이용 풀이 있다. 직선과

1층에 위치하며, Away Spa로 불린다. Spa 리셉션은 다양한 패

곡선을 이용하여 대지의 형상과 호텔모양과 매치될 수 있는 디자

턴의 대리석을 사용하였다. 스파의 출입구는 나무와 꽃의 모양을

인이다. 수영장 데크는 천연목재 바닥마감이 사용되었으며, 바닥

형상화한 녹색계열의 모자이크타일을 사용하여 스파 진입시 휴식

은 독일산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하여 인접한 바다와 자연스럽게

으로 향하는 새로운 공간의 진입을 느끼게 한다. 스파의 내부는

매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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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디자인 설계사(Rockwell Group)에서 수행한 콘셉트 디자인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현지의 디자인 컨설턴트, 발주처, 호텔 운영사,
우리회사 및 설계사 간에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실시설계를 진행
하였다.
W호텔 현장은 트렌디 및 고급호텔로 일반적인 디자인 앤 빌드보
다 더 많은 디자인 의사결정 과정과 코디네이션 시간이 필요하였
다. 또한 호텔 운영사의 호텔 고유의 디자인 반영 및 사용상의 의

Mock-up 1
[그림 12] 수영장 및 라이트하우스 전경

수영장의 남쪽 끝자락에는 원뿔모양을 한 Light House로 불리는
조형물이 있다. 1층은 Pool Bar가 위치하고 있으며, 2층은 전망
및 이벤트 공간으로 사용된다. 센토사의 등대 콘셉트로 램프 형상
을 Facade Steel Frame으로 제작, Barrisol(망사 자재)를 파사
드로 적용한 디자인으로 야간에는 부드러운 간접 조명의 효과를
내고 있다. 벽체 또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컬러 패턴의 입면 디자
인으로 야간에 라이팅이 패턴을 비춘다.
Mock-up 2

3-3. 설계 코디네이션
국내 공사의 경우 실시설계 공사도서가 완료된 후 공사를 시작하
는 환경과 다르게 싱가포르의 디자인 앤 빌드 프로젝트는 입찰도
서 및 기본설계의 최소한의 도면을 바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시설계도 진행한다. W호텔 프로젝트의 디자인 발전과정은 미

본 시공

[그림 13] 싱가포르 디자인빌드 업무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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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도 사전에 수렴하여, 준공후 발생되는 호텔 운영사의 불만사항
을 최소화하였다. 대부분의 디자인 아이템은 Mock-up을 설치하
여, 결정된 디자인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으로 디자인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다. 미국에서 콘셉트 디자인을 하여 스펙의 주요 자재 공
급업체는 고가의 미국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대안
자재 선정시 콘셉트 디자인사와 협의가 필요하였으며, 중요 디자
인 및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디자인 담당임원의 결정이 필요
한 경우도 있어 디자인 및 자재 결정에 많은 과정이 소요되었다.

3-4. 샘플 및 Mock-up(자재 및 설계 확정)
샘플자재 승인은 발주처에서 계약 후 발급한 시방서와 콘트롤 샘
플을 바탕으로 준비하지만 W호텔은 입찰시 설계 미확정 상태여
서 발주처와의 본 계약시 세부적인 자재를 기본으로 하는 계약이
아닌 공간별 면적당 가격기준으로 계약되었다. 그래서 실제 시방
서에 나와 있는 공급업체에게 견적을 받을 경우 계약금액과 공급
금액의 차이가 크므로 Copyright 이슈가 없는 기본 마감재인 타
일이나 석재, 유리 등은 계약금액 내의 대안자재를 구하여 디자이
너에게 발주전 승인을 받았다. 시공과정에서 디자인이나 자재의

[그림 14] Door Handle 디자인

변경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록 및 책임소재를 위해 승인된 샘플
의 보관이 중요하다.

고 있다. 단순히 제작비용 및 운송기간만 생각해서 쉽게 디자인

자재의 승인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최종 승인을 위해서 Mock-up

카피를 생각할 경우 법적분쟁 등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의 승인도 요구된다. 입찰시 발급된 도면과 시방서에 의해

있으므로 Copyright 문제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Mock-up을 진행하여도 디자인의 경향 및 시공성에 의한 디자인
변경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사항에 Mock-up에 의한 디자인

4. 맺음말

변경의 항목이 들어가 있다. 실제적으로 W호텔의 객실 디자인도
두 번의 객실 Mock-up 이후 디자인이 상당히 변경되었다.

W 싱가포르 호텔 현장은 첫째, 미국 Rockwell Group의 기본설
계 철학과 W 브랜드의 특성이 잘 구현된 디자인, 둘째, 우리회사

1) Copyright

및 10개사 이상의 전문 컨설턴트와 조화된 설계 코디네이션, 셋

스펙상의 미국산 자재의 원가부담 및 운송기간 문제에 대처하기

째, 우리회사의 고품질 시공으로 탄생한 첨단 트렌드의 명품 호텔

위해 발주처 측도 싱가포르 및 중국에서 오리지널 디자인의 유사

임을 자부할 만하다.

카피를 많이 고려하였다.

본고에서는 W 싱가포르 호텔 디자인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였고,

예를 들면 객실 도어핸들의 경우, 발주처에서 원 공급업체에 견적

해외 첫 디자인 앤 빌드 호텔의 성공적인 준공과 많은 설계문제를

을 받아본 결과, 예상외의 고가여서 디자인 카피 샘플을 제작한

극복해가면서 습득된 노하우는 당사 명품 호텔 설계의 큰 밑거름

후 본 물량을 중국공장에 발주하려다가 결국 원 공급업체에서 구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매하였다. 원 공급업체는 초기에 Original 샘플을 현장에 제공한
후, 현지 판매점을 통해 Copyright에 대해 모니터를 하고 있었고
법적분쟁을 우려한 발주처에서 다시 원 공급자에서 핸들을 구매
한 사례였다.
요즘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신경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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