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TEL l THEME] JW Marriott Seoul [2018년 10월호
385]

디자인 AGENCY 4BI / Bruno Moinard 4bi-associes.com
        Olson Kundig www.olsonkundig.com
        CASAPPO / Kanji Ueki www.casappo.com
위치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 www.jwmarriotthotelseoul.kr
사진 JW 메리어트 서울

JW 메리어트 서울이 2000년 개관 이후 첫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지난 8월 20일 새로운 차원의 럭셔리를 경험할 수 있는 호텔로
거듭났다. 이번 리노베이션은 복잡한 도심 속 품격 있는 휴식과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럭셔리 데스티네이션’을
목표로, 국내외 인테리어 디자이너들과 함께 로비부터 객실, 레스토랑, 연회장, 스파 & 피트니스 등 호텔의 모든 시설들을 웅장하
고 세련된 공간으로 완성했다. 디자인에 참여한 AGENCY 4BI소속 프랑스 인테리어디자이너 브루노 무와나르(Bruno Moinard)
는 JW 메리어트 서울의 메인 로비인 8층 리셉션 로비와 공용공간 인테리어디자인을 맡아 오랜 역사와 문화 속 돋보이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모티프로 한 공간을 탄생시켰다. 이와 함께 브랜딩에 관한 변화도 이루어졌다. 따뜻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이
우러진 브랜드 컬러, 그리핀 아이콘의 곡선을 반영한 로고, 화장품 제조사 ‘코스맥스(COSMAX)’와 신세계 ‘시코르(CHICOR)’와의
협업을 통한 어메니티를 특별 제작하기도 했다.
특히, 두드러진 변화는 식음공간에 맥을 두고 있다. 레스토랑, 카페, 바는 세계적인 셰프들과 와인 디렉터, 와인 소믈리에, 티 마스
터 등 각 분야의 식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품격 있는 오트 퀴진(Haute Cuisine) 다이닝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정원을 테마로 자
연친화적 설계를 추구하는 미국 건축가 올슨 쿤딕(Olson Kundig)은 ‘더 마고 그릴(The Margaux Grill)’과 ‘모보 바(MOBO
Bar)’를 잔디와 허브, 나무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비밀정원 레스토랑으로 완성했다. 최고급 그릴 요리와 다양한 와인을 제공하는
‘더 마고 그릴’에는 800여종, 총 3천 5백병의 와인이 저장된 벽돌 동굴 디자인의 대형 와인 셀러가 구비되어 있어 국내에서 쉽게
만날 수 없었던 진귀한 와인들을 접할 수 있다. 레스토랑 내에 위치한 ‘모보 바’에서 선보이는 칵테일 메뉴는 브랜드 컨설팅을 통
해 세계적인 바와 바텐더를 배출해낸 프루프 & 코(Proof & Co)가 총괄 기획했으며, 독특한 시그니처 칵테일들과 함께 더 마고 그
릴에서 요리한 각종 그릴 요리와 안주들을 맛볼 수 있다. 카사포(CASAPPO)가 디자인한 일식 레스토랑 ‘타마유라(Tamayura)’,
뷔페 레스토랑 ‘플레이버즈(Flavors)’, ‘카페 원(Cafe One)’도 눈에 띈다. 카사포는 ‘타마유라’를 통해 고객들이 흡족한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7개의 개별 룸과 스시 카운터, 데판야끼 스테이션 등을 조성하여 프라이빗한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디
자인했으며, 여유롭고 럭셔리한 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티 바(Tea Bar)’도 마련하였다. ‘플레이버즈’는 셰프들과 고객들이 서로
소통하며 최고의 미식 여행을 함께 즐기는 공간을 만들고자 오픈 키친, 라이브 스테이션, 전면이 유리로 된 쇼케이스 등으로 개방
감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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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HOTEL l RESORT] Hotel Akelarre [2018년 10월호 385]

설계 mecanismo / Marta Urtasun, Pedro Rica www.mecanismo.org 위치
Monte Igueldo, Donostia, San Sebastián, Spain www.akelarre.net사진
Kike PalacioHotel Akelarre는 40년 이상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해 왔으며 혁신과
전통이 뒤섞여 있다. 다시..

[HOTEL l RESORT] Eastwind Hotel & Bar [2018년 10월호 385]

설계 Julija Stoliarova위치 5088 Route 23, Windham, NY 12496, USA
www.eastwindny.com사진 Michael Greco자료제공 Lion & Lamb
Communications북유럽풍의 Eastwind Hotel & Bar는 ‘정신없는 도시생활로부터
의 훌륭한 도피처가 될 시원하면서도 아늑한..

[HOTEL l RESORT] Myconian Kyma [2018년 10월호 385]

설계 Galal Mahmoud위치 Mykonos Town, Mikonos 846, Greece
www.myconiankyma.gr자료제공 www.designhotel.comMyconian Kyma는
그리스식 접대라는 콘셉트 ‘filoxenia’가 대가다운 능숙함으로 표현된 호텔로서, 그리
스식 천국에 대한 모든 기대를 뛰어 넘는다. 상징적인 16세기의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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