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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THE ST REGIS SINGAPORE  
싱가포르 아트가 궁금하다면 숙소를 세인트 레지스 싱가포르로 정하면 된다. 청 수 피엥(Cheong Soo 

Pieng), 조제트 첸(Georgette Chen), 첸 웬 시(Chen Wen Hsi) 같은 선구적인 싱가포르 작가들의 작품에서부

터 엥 토우(Eng Tow), 림 주 홍(Lim Joo Hong), 첸 거 잔(Chen Ke Zhan) 같은 현대 싱가포르 작가들의 작품까

지 함께 감상할 수 있으니 말이다. 싱가포르 작가뿐 아니라 페르난도 보테로와 리 첸(Li Chen), 피카소와 같은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미술관에 와 있는 듯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

를 지닌 호텔이다.  Add 29 Tanglin Rd, Singapore 247911 Tel 65-6506-6888 www.stregissingapore.com 

호텔에 배치된 미술품의 취향을 의심하는 사람도
이곳에 가면 입이 벌어질 것이다.  갤러리 못지않은 
아트 컬렉션을 보유한 호텔들이 있다. 완벽한 
아트 여행을 완성해주는 10곳의 예술적인 호텔들.  

미술관을 닮은
호텔 

NEW YORK  THE SURREY
뉴욕 더 서리 호텔의 창립자인 나타샤 슐레진저(Natasha 

Schlesinger)는 미술 큐레이터이자 역사학자다. 호텔의 탄

생에서부터 이미 예술적인 목적이 담겨 있었다는 뜻이다. 로

비에 들어서면 우선 척 클로스가 케이트 모스를 모티프로 제

작한 유명한 태피스트리가 시선을 끈다. 이곳에는 윌리엄 켄

트리지의 인터랙티브 비디오를 통한 설치작품을 포함하여 

리처드 세라, 제니 홀저, 지미 마틴 등의 작가들의 총 31개 작

품이 전시되어 있다. 이모젠 커닝햄이 촬영한 프리다 칼로의 

아름다운 사진도 있다. 호텔에는 뉴욕의 갤러리 소식과 전시 

리뷰를 담은 가이드 북이 배치되어 있고 나타샤 슐레진저가 

기획한 뉴욕의 미술 투어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현재 어

떤 예술가에게 주목해야 하며 그의 작품의 가치는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고, 게스트의 나이와 동반자의 구성, 취향까지 

고려하는 맞춤형 아트 투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Add 20 East 76th Street, New York, NY 10021  

Tel 1-212-288-3700 www.thesurrey.com 

NEW YORK GRAMERCY PARK HOTEL 
뉴욕 맨해튼의 그래머시 파크 호텔은 밥 말리가 정기적으로 투숙했고, 험프리 보가트가 결혼식을 올린 유서 

깊은 호텔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셀러브리티와 아티스트, 작가와 디자이너들이 이곳에 드나드는 이유

는 이 호텔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서 때문일 것이다. 앤디 워홀과 장 미셸 바스키아, 데미언 허스트, 페르난

도 보테로, 리처드 프린스 등 굵직한 스타 아티스트의 작품들이 포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색채와 질감, 재료

를 사용하여 인테리어한 호텔 자체가 하나의 고전 미술품처럼 보이기도 한다. 영화감독이자 화가인 줄리언 슈

나벨이 디자인한 독특한 수제 가구, 베네치아 글라스로 만든 샹들리에, 모로코 타일과 이탈리아 식 변난로 등 

서로 다른 공간과 시간의 물건들이 섞여 그림 같은 호텔이 완성되었다.  

Add 2 Lexington Avenue, New York, NY 10010 Tel 1-866-784-1300 www.gramercyparkhotel.com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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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21C LOUISVILLE MUSEUM HOTEL
루이빌 뮤지엄 호텔은 로라 리 브라운(Laura Lee Brown)과 스티브 윌슨(Steve Wilson)이 현대 예술품을 수

집하면서 시작되었다. 작품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호텔 네 곳에서 순회 전시회를 

열었고 이는 뮤지엄 호텔을 탄생시켰다. 미국의 뉴미디어 아티스트 카미유 어터백(Camille Utterback)의 비

디오 아트 작품 ‘Text Rain’, 칠레 출신 작가 이반 나바로(Ivan Navarro)가 설치한 전구와 거울, 환경예술가 네

드 칸(Ned Kahn)의 ‘Cloud Rings’ 등이 전시되어 있다. 호텔 곳곳에 있는 전시공간에서는 호텔 이름에 걸맞

게 오로지 21세기의 작품들만이 전시된다. 지역 예술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아티스트의 강연과 라이브 공연, 

영화 상영과 시 낭독회 등의 문화 이벤트가 열리고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에는 현재 전시 중인 작품에 대

해 무료 도슨트 투어도 이루어진다. 그야말로 미술관에서 자고 깨어나는 듯 문화적으로 충만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호텔이다. 

Add  700 W Main St, Louisville, KY 40202, United States Tel  1-502-217-6300 www.21cmuseumhotels.com 

OSLO THE THIEF  
위트 있는 이름의 호텔 티프에는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미술관으로부터 ‘훔쳐온 듯한’ 미술작품들이 있다. 줄리

언 오피부터 제프 쿤스에 이르기까지 1백50여 점의 작품들이 호텔 곳곳에 전시되어 있어 작품이 없는 공간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다. 영국의 팝 아티스트 피터 블레이크(Peter Blake), 사진작가 리처드 프린스, 밴드 

아하(A-Ha)의 기타리스트 막스 후르뎀(Magne Furuholmen) 등 전 세계의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레이션한 1

백19개의 객실은 고르는 재미가 있다.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아파라칙 스위트 객실을 예약할 것. 비디오

아트와 음악, 슈퍼 밴드 아파라칙(Apparatjik)의 설치예술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실험적인 방이다. 게다가 호

텔 티프 바로 옆에는 노르웨이의 현대미술 거점으로 손꼽히는 아스트룹 피언리 현대미술관(Astrup Fearnley 

Museum of Modern Art)이 있다. 호텔 티프와 이곳을 묶어서 함께 여행하는 것만으로도 노르웨이에서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아트 여행이 될 것이다. 

Add Landgangen 1, Oslo 0252, Norway Tel  47-24-00-40-00 thethief.com 

ZURICH THE DOLDER GRAND
스위스의 취리히에 있는 돌더 그랜드 럭셔리 호텔에는 1백 

개 이상의 회화와 조각품이 있다. 인상주의 작품부터 현대

의 작품까지 실로 광범위한 컬렉션이다. 프런트 데스크 위에 

배치한 길이 11미터짜리의 앤디 워홀의 작품은 호텔의 상징

이 되었다. 그 외에 호텔에 머무는 것만으로 카미유 피사로

(Camille Pissarro), 무라카미 다카시, 살바도르 달리, 페르난

도 보테로, 헨리 무어, 후앙 미로, 데미언 허스트, 키스 해링

의 작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작품들은 대부분 로비나 레스

토랑 같은 공공장소에 있지만, 특정 층이나 프라이빗 다이닝

룸, 스파 시설 같은 곳에 은밀히 배치된 작품들도 있다. 못 보

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까운 작품들인지라, 돌더 그랜드 호

텔은 게스트에게 미술품의 정보와 위치를 볼 수 있는 아이패

드를 제공한다. Add Kurhausstrasse 65, 8032 Zurich 

Tel  41-44-456-60-00 www.thedoldergrand.com 



283282

SINGAPORE THE HÔTEL VAGABOND 
싱가포르의 리틀 인디아 구역에 위치한 세련된 아트 호텔. 

프랑스 출신의 건축가 자크 가르시아(Jacques Garcia)가 

디자인했다. 영화감독이자 설치예술가인 마르코 브람빌라

(Marco Brambilla)의 비디오 콜라주 설치작품, 마이클 플라

트닉(Michael Platnic)의 강렬한 회화작품, 줄리아 칼피(Julia 

Calfee)가 포착한 첼시 호텔의 관능적인 흑백 사진 등 다양한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호텔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이

곳은 예술을 사랑하는 일반 투숙객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예

술가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둔 호텔이기도 하다. 자체적

으로 운영하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차세대 아티

스트를 발굴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두 개의 아티스트 아

틀리에를 포함하여 42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Add 39 Syed Alwi Road, 207630 Singapore 

Tel  65-6291-3203 hotelvagabondsingapore.com 

TAIPEI HUMBLE HOUSE 
예술품과 골동품을 취급하던 한 딜러가 ‘Art In Life, Life In Art’라는 테

마로 자신의 호텔을 열었다. 그리하여 그 안에 시공간을 아우르는 흥

미로운 작품들이 모였다. 단정한 2백35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부

티크 호텔 험블 하우스 타이페이의 로비에 들어서면 종이와 조명을 재

료로 한 폴 코크세지(Paul Cocksedge)의 설치작품이 게스트를 맞이

한다. 체크인을 하고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다다르면 중국 아티스트 양 

용리앙(Yang Yongliang)의 비디오아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식사

를 하러 레스토랑에 가면 이탈리아 아티스트 파올라 피비(Paola Pivi)

의 오브제가 기다리고 있다. 험블 하우스는 호텔이 보유하고 있는 미

술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타이페이의 갤러리 5곳에

서 정기적으로 전시를 가지기도 한다. 

 Add No.18, Songgao Rd., Xinyi District, Taipei 110  

Tel  886-2-6631-8000 www.humblehousehotels.com 

SYDNEY QT SYDNEY 
1920년대에 세워진 유서 깊은 극장이 부티크 호텔이 됐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면 마이클 요한슨

(Michael Johansson)의 설치작품과 다니엘 크룩(Daniel Crooks)의 비디오아트, 그리고 빨간 단발머리

에 검은 제복을 입은 섹시한 호스트들이 쾌활하게 게스트를 맞이한다. 큐레이터 아만다 러브(Amanda 

Love)는 애들레이드의 미술가 리처드 블랙웰(Richard Blackwell)과 시드니 조각가 모건 시멜드

(Morgan Shimeld)와 함께 호텔 곳곳을 디자인했다. 디지털 아트와 뉴미디어 아트, 강렬한 컬러의 아트 

퍼니처가 펑키하고 실험적인 호텔을 완성하고 있다. 호텔은 아트, 패션, 요리, 디자인 등 문화적인 일들

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시드니의 마켓 스트리트에 있어 머무는 내내 심심할 틈이 없다. 

Add 49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Australia  Tel  61-2-8262-0000 www.qtsydney.com.au

TOKYO PALACE HOTEL 
팔레스 호텔 도쿄는 레스토랑과 바, 객실 곳곳에 무려 1천여 

개의 작품들을 전시해두었다. 이 호텔에 전시된 아트 작품

만을 설명하는 책이 따로 출간될 정도다. 페인팅, 조각, 미디

어아트 등 장르도 다양하다. 대부분은 일본의 촉망 받는 현

대미술가들의 작품들이다. 그러나 수십 년 전부터 팔레스 호

텔에 걸려 있었던 고전적인 수묵화, 중국이나 영국 작가들의 

작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팔레스 호텔 도쿄는 블루인 아

트인포 도쿄(Blouin ARTINFO’s Tokyo)와 제휴하여 게스트

에게 도쿄 아트 투어 가이드를 제공한다. 건축 및 디자인, 트

래디셔널 아트, 컨템퍼러리 아트 세 가지 테마 중 본인의 관

심사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투어를 즐길 수 있다. 

혼자서 여유롭게 도쿄의 아트를 즐길 수 있는 개별적인 프로

그램이니, 우르르 몰려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안심하

고 선택해도 된다. 

Add 1 Chome-1-1 Marunouchi, Chiyoda, Tokyo 100-0005, 

Tel  81-3-3211-5211 en.palacehoteltokyo.com  

에디터/ 김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