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7   용도 숙박시설 (370실)   대지면적 25,106.50m2   건축면적 5,459.49m2   연면적 27,275.90m2   

조경면적 3,618.60m2   건폐율 29.78%   용적율 144.58%   규모 지하 1층, 지상 11층, 43.26m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T24 로이복층유리   내부마감 목재마루널, 중보행용 데코타일, 강화유리바닥, 수성페인트   Creative Direction(브랜딩, 건축, 

인테리어, 조경, 조명, OS&E, FF&E, 사이니지, 아트피스) 제이오에이치   설계사무소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대표건축가 김회훈   설계팀 

이철우, 정승규, 하종탁, 송세연, 김규엽   건축주 네스트호텔 인천   시공회사 대림산업   사진작가 이종현   편집디자인 이지윤   취재 이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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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t hotel incheon

네스트호텔 인천

제이오에이치 +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Lee Jo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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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클라이언트의 특별한 요구사항은 무엇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설계로 이어졌는가?

영종도에서 10년이 넘게 골프장을 운영해온 건축주는 대지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 요소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기에 이러한 자연요소를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호텔을 원했다. <네스트호텔>의 콘셉트는 이러한 영종도의 풍광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전되었다. 갈대가 상징하는 사색과 

평온함이 호텔의 지향점이 되었으며 화려하고 압도되는 건축이 아닌 주변 풍경과 잘 어울리는 공간을 구상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평적인 

건물형태를 강조하였다.

설계과정에서 건축가와 클라이언트가 조율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는가?

건축주는 오랜시간 접한 부지에 대한 성격을 감성적으로 채득하고 있었기에 초기단계에서 혹독한 디자인 합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새로운 호텔을 

구상함에 앞서 통상적인 부동산 개발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호텔을 짓기 보다, 비전을 가진 자본과 좋은 크리에이티브가 만났을 때 실현될 수 있는 

의미있는 개발 사례를 남기자는데 공감하였고 완성되는 순간까지 장소가 가진 고유한 이야기를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다. JOH는 브랜드 개발과 디자인 

디렉팅, 건원은 건축설계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대지가 갖는 특성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건축물에 반영되었는가?

2012년 여름, 지금은 호텔이 들어선 인천공항 남쪽 유수지를 처음 방문했을 때 호텔 터에는 자연적으로 자라난 갈대가 드넓은 숲을 이루고 있었다. 

이따금 뜨고 내리는 여객기와 수평선 위 파노라마 뷰로 펼쳐지는 일출과 일몰의 광경, 작은 섬들의 실루엣과 멀리 을왕리 해변의 바다 내음이 어우러져 

누구라도 여행의 기억과 지난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할만큼 특별한 매력을 가진 곳이었다. <네스트호텔>의 이야기는 이러한 풍광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우리는 터를 뒤덮고 있던 ‘갈대’를 브랜드와 건축의 상징적인 모티브로 삼았다. 갈대로부터 연상되는 사색과 평온함을 호텔의 정체성으로 

이어갔고,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를 선택해 수평적 이미지를 갖는 건물을 디자인했다.

ⓒ Lee Jong Hyun

ⓒ Lee Jong Hyun

1	 호텔	출입구

2	 차량	출입구

3	 연회장	출입구

4	 연회장

5	 객실	본동

6	 레스토랑

7	 SUNKeN

8	 eULaLIa	GarDeN

9	 art	DeCK

10	 HeaLING	ParK

11	 GraSS	GarDeN

12	 주차장

13	 수변산책로(공개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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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2층 평면도

건축가가 만들고 싶은 공간은 무엇이었는가? 설계의 주요 개념에 대해 설명해달라.

<네스트호텔>의 건축 설계는 철저히 객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객실은 호텔 공간 중 고객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자, ‘은신처’를 표방하는 

이 호텔에서 객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네스트 Nest’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객실이 작은 동선과 빛의 움직임까지 고려해 세밀하게 구획한 

결과물이라면, 로비�라운지�연회장과 같은 공용 공간은 불필요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재료와 구조 자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설계에 집중했다. 

방문객에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직원 공간을 호텔 전면에 배치한 것 또한 <네스트호텔> 설계의 큰 특징 중 하나다. 고객에게 진심을 담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결과다. 로비에 들어서면 높은 와플천장과 십자기둥이 <네스트호텔>의 독특한 

첫인상을 만든다. 장식 없이 물성 자체를 대담하게 드러낸 공간이 마치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준다. 로비 층에 마련된 복합 공간 

쿤스트 라운지(The Kunst Lounge)에서 누구나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으며, 전시와 공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 네스트호텔의 문화 콘텐츠를 

생산한다. 레스토랑 더 플라츠(The Platz)는 모든 좌석에서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바다를 향해 전면을 유리로 마감하고 계단식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네스트 호텔>이 기존의 다른 호텔들과 달리 갖는 차별성은 무엇인가?

<네스트호텔>은 오픈과 동시에 국내 최초로 ‘디자인 호텔스 Design Hotels’ 멤버십 호텔로 등재돼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디자인 호텔스는 전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글로벌 호텔 플랫폼으로, 엄격한 자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50여 개국 270여 개 호텔에만 멤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디자인 호텔스가 멤버 호텔을 선정할 때 ‘디자인이 강조된 호텔’이 아니라, ‘철학과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호텔’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른 뒤, <네스트호텔>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다른 호텔, 다시 찾고 싶은 호텔로 기억될 수있다면, 그것은 치밀한 공간의 설계나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인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네스트’라는 브랜드에 담아낸 고유한 이야기에 매력을 느끼고, 호텔의 철학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건축물의 주된 재료는 무엇이며, 선택한 이유는? 재료에 대한 특성을 건축가 나름대로 재해석해 사용한 부분이 있는가?

주변 자연적 요소들과의 조화를 위하여 노출콘크리트와 유리로 단순화하여 물성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노출 콘크리트 입면에 객실의 더 깊은 곳까지 햇빛을 

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창의 각도를 사선으로 틀었는데, 이것으로 <네스트호텔>의 고유한 외관이 만들어졌다. 자칫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노출 

콘크리트 마감이지만 사선의 입면에 빛이 만드는 그림자가 풍부한 인상을 만들었고, 370개 객실의 커튼에 각기 다른 색상의 패턴을 부여해 더욱 생동감을 

갖게 되었다.   인터뷰이: 제이오에이치 + 건원건축

1	 로비

2	 라운지

3	 프론트	데스크

4	 프론트	오피스

5	 비즈니스	라운지

6	 GIFt	SHoP

7	 VIP	라운지

8	 공조실

9	 컨시어지

10	 관리실

11	 방풍실

12	 레스토랑

13	 대연회장(oPeN)

14	 직원로커룸

15	 유니폼보관실

16	 예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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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종단면도 지상 8~9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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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스토랑

2	 라운지

3	 객실(BUSINeSS)

4	 객실(DeLUxe)

5	 PIt

6	 중연회장홀

7	 복도

8	 레스토랑	팬트리

9	 연회장	팬트리	

10	 공조실

11	 프라이빗	다이닝룸

12	 eLeV.기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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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객실 평면도(SuiTE)단위 객실 평면도(DElu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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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네스트호텔

사진제공: 네스트호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건축은 도시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1984년 설립된 건원건축은 집단적 지성의 교차수분을 통한 혁신을 

추구한다. 건원은 분당 마스터플랜, 세종시 첫마을 마스터플랜, 해운대 아이파크, 

판교 산운 마을 7단지 등 주거 및 마스터플랜에서의 강점을 토대로, 아산 배방 

펜타포트,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등 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성남시의료원, 

대구교정시설, 롯데몰 동부산, 국립중앙수목원 기술제안,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등 일반건축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