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머리말

▶▶ 현장탐방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 Jean Nouvel이 설계한 Le Nouvel 

Condominium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최고급 Residence를 표방

한 프로젝트이다. 싱가폴 부동산 투자회사인 윙타이 아시아 그룹

의 자회사인 하타마주가 발주한 본 공사의 사업부지는 말레이시

아 쿠알라룸푸르의 심장부인 KLCC(Kuala Lumpur Center City)내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다. Jean Nouvel을 

비롯해 Green Wall의 Patric Blanc(프), 실내 인테리어의 Koichiro 

Ickebuchi(일), LED Lighting의 L'Obervatoire(미) 등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본 프로젝트의 디자인 적용사례 및 특징 등

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고급건축 시공실적의 지속적인 명성을 이어

가고 있는 우리회사의 또 다른 명품 건축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표 1  공사개요

구분 내용

공사명 LE NOUVEL SERVICED APARTMENT

발주처 HARTAMAJU SDN BHD

건물구성 지하1층 ~지상43층(Block2)/49층(Block1) 2개동

외부마감
DIGITAL PRINTED CURTAIN WALL, AL/SS WIND 
BREAKER, PLANTER BOX, SKYBRIDGE, GLASS 
ROOF ON STEEL STRUCTURE

대지면적 6,329m2

연면적 79,356m2

본 프로젝트의 건물 외부에는 글라스 프린팅 기법을 이용해 야자

수 잎 무늬가 인쇄된 유리가 커튼월로 시공되며, 각 층에 넝쿨식물

을 재배할 수 있는 화단(Planter Box)을 설치해 보는 각도와 조명

에 따라 넝쿨식물이 건물전체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연출한다. 또

한 두개 동의 34층을 연결하는 무게 30톤, 길이 23m의 스카이 브

릿지는 전면을 유리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시공해 페트로나스 타

워와 함께 쿠알라룸푸르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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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감도

2. Design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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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Facade Design

1) 설계자 소개

Le Nouvel Condominium을 설계한 Jean Nouvel은 2008년 건축

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유리

와 철에 반사되는 빛을 활용한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빛의 장인’이

라고 불리는 세계 5대 건축가 중 한명이다.

‘빛의 장인’이라 불릴 만큼 그의 디자인은 항상 그림자와 빛, 그리

고 유리를 통해 투영한 자신만의 건축 세계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2) Glass Panel

건축물 전면을 둘러싸고 있는 커튼월은 한 세대의 층고인 3.6m를 

기준으로 0.9m(높이) x 1.8m(폭)의 4개 글래스 패널을 1장으로 기

본 단위화하였다. 이 단위화된 패널을 연달아 이어 붙임으로써 건

축물 전면부에 연속된 글래스 면을 갖도록 하였다. 특히 글래스 면

에는 디지털 프린팅 기법을 통하여 총 480가지 패턴의 야자 식목

의 잎 무늬가 인쇄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세대 내부에서 조망 시 

야외 시야의 간섭을 최소하도록 Living Area에 국한하여 과다 프린

팅을 억제한 설계가 돋보인다.

3) 커튼월 구성요소

커튼월면 외부는 유지보수 작업을 위한 Catwalk, 넝쿨식재가 심어

질 Planter Box 그리고 식물 줄기가 감고 올라갈 지지대 역할을 하

는 Wind Breaker와 알루미늄 Tube의 부재로 구성된다. 시공순서

는 골조 바닥 시공 시 패널 너비인 1.8m 간격으로 매립된 Channel

에 패널 양단으로부터 연장된 캔틸레버 RHS와 Beam을 거치한 후 

플랜터 박스를 얹고 알루미늄 튜브를 연결한다. 최종적으로 Wind 

Breaker와 Catwalk을 캔틸레버 부재에 조립함으로써 시공을 마무

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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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sign Concept

본 프로젝트에서는 Facade의 주 마감으로 사용된 글래스 소재의 

특성이 이용되어 원시 자연 이 주는 숭고하고 신비한 이미지의 형

상화와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미가 동시에 표현되고 있다. 

[그림 2] Jean Nouvel과 그의 대표작 아그바 타워(바르셀로나)

[그림 3] 글래스 패널의 패턴조합 

[그림 4] 시공 모형화 및 부재 구성도(1)

[그림 5] 시공 모형화 및 부재 구성도(2)

[그림 6] 글래스 패널의 형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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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건축물과 주변 대지의 조화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Jean Nouvel의 디자인 의도로 그는 자신의 주 

소재인 글래스를 사용하여 말레이시아 열대 밀림의 대자연과 최첨

단 도시로 대표되는 쿠알라룸푸르의 상반된 감성을 또 한번 적절

히 조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개의 타워가 스카이 브릿지를 통해 연결된 본 프로

젝트의 디자인 형상은 쿠알라룸푸르의 상징이자 맞은편에 위치한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2-2. Green Wall

1) 설계자 소개

프랑스 국립 연구원이자 식물학자 겸 아티스트인 불리는 Patric 

Blanc(프랑스)는 ‘Vertical Gardner(버티컬 가드너)’, ‘Green Wall

의 현대적인 혁신자’로 불린다. 본 프로젝트 외부 전체를 감싸는 

External Vertical Green Wall, Roof층 Core 벽면의 Green Wall과 

포디움 벽면 1층부터 6층까지 설치될 Spring Water Green Wall은 

‘입면녹화’ 혹은 ‘그린월’의 수준을 뛰어 넘어 실로 열대우림과 같

은 풍부한 다양성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External Planting & Vertical Green Wall 

무엇보다 본 프로젝트의 백미는 지상으로부터 198m 높이(Tower 1)

에 달하는 건물전체가 플랜트 박스에서 뻗어 나온 식물넝쿨로 뒤

덮이는 디자인이다. 마치 열대우림 속에 건물이 옮겨진 듯한 연출

로 도심 한가운데에 현대와 자연이 공존하는 극치미를 엿볼 수 있

다. 무작위로 배열된 듯한 화단과 커튼월 소재들도 설계자의 의도

에 따라 90여 종의 달하는 식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분, 바람, 광

량, 온도의 변화 등의 환경요소들을 최적화 시키도록 배치되었다.

3) Roof Green Wall

두 개 Tower의 Penthouse가 위치한 옥상 Core Wall에는 벽면 전

체가 활용되는 Green Wall이 들어설 예정이다. Louver Grill이 설치

될 건물 북쪽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3면에 설치될 것으로 옥상 바

닥으로부터 16m 높이의 대규모 단일 Green Wall은 Penthouse 세

대의 각종 편의시설이 위치한 옥상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

으로 기대한다.

4) Spring Garden Wall

Tower1 와 Tower2의 사이에 위치한 지상 주차공간인 Podium의 

측면 부위는 Ground층부터 7층까지 높이 30m, 폭 13m의 거대한 

[그림 7] 34층 Sky Bridge 외부와 내부 전경(마감 진행 중)

[그림 9] External Planting 실제 배양 모습

[그림 10] Green Wall 조감도 모형

[그림 8] Patric Blanc와 그의 작품 중 하나로 소개된 본 프로젝트(가운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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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Garden Wall이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는 I-Beam과 SHS(사

각파이프)부재를 사용하는 지지대 공사를 준비 중에 있다. 본 프로

젝트의 완공 이후 수백 수천의 잎사귀, 꽃 및 줄기들이 만들어낼 

자연의 입체적인 향연을 기대해 본다.

2-3. Roof Panel

Penthouse가 위치한 Roof층의 디자인 특징은 Roof Structure의 

밑면을 마감하는 Alucobond라는 천정자재에 있다. 특히 이 천정

마감재는 알루미늄의 면을 특수 가공하여 거울처럼 반사된 상을 

제공하는데, 옥상층 바닥으로부터 16m 높이 상단에 설치되는 폭 

0.9m, 길이 3.6m의 패널을 총 240여장 이어 붙여 하나의 거대한 

반사거울을 만든다. 이는 수영장을 비롯한 옥상바닥뿐만 아니라 

본 건물 건너의 주변 대로와 건물들까지 반사하여 폭넓고 쾌적한 

시야를 선사한다.  

2-4.실내 Design

2014년 President’s Design Award(Singarpore)를 수상한 실내 인

테리어 디자이너이자 가구 디자이너인 Koichiro Ickebuchi는 본 프

로젝트 전 실내 세대의 Kitchen, Wardrobe Design, 주요 접합부위

의 Detail과 Lift Lobby, Sky Lounge 등의 공용구간을 디자인하였

다. 또한 본 프로젝트의 8층에 위치한 분양 목적용 모델하우스 세

대 내부의 인테리어를 도맡아 미술품 액자, 카펫, 전등, 침구, 욕실

용 소품, 주방 테이블의 식기 세트, 장식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악세서리와 소품을 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모델하우스 내부를 더

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

특히 세대내의 주요 디테일 부분에서 디자인 특징이 잘 드러나는

데, 천정과 벽의 접합 시 5mm의 홈(Groove Line)을 두어 자칫 밋

밋할 수 있는 부분의 포인트를 마련한 것이 돋보인다. 또한 벽에서 

[그림 11] Sales Gallery 입구(Green Wall 예시)

[그림 12] 조감도 모형

[그림 13] 상이 반사되는 모습(좌)과 현장 시공 모습(우)

[그림 14] Koichiro Ickebuchi와 Block2 Showflat(Level 8) Unit Interior



돌출 되지 않는 걸레받이의 직선 배치, 도어 프레임과 접합 벽면에

서의 문선 삭제 등을 통해 군더더기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세대 

내부의 공간 구성 시 선과 면을 강조한 심플하지만 명료한 디자인

을 선사하고 있다. 

그리고 Showflat 세대의 전체 톤을 살펴보면 기본 천정 벽, 바닥은 

흰색과 옅은 브라운 계열을 유지하면서 카펫과 가구, 커튼 등은 말

레이시아 현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전통색상인 자색계열로 포인

트를 두었다. 이는 전반전으로 밝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 속에 강렬

한 자색 색상으로 포인트를 둠으로써 현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균형감을 보여준다. 또한 사슴뿔로 형상화 된 팔걸이가 있는 유니

크한 의자와 사슴뿔 모양의 음식받침대, 각종 미술액자와 도기 등

으로 내부를 장식함으로써 더욱 화려하고 묵직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3-1. Design Coordination

본 프르젝트의 특징 중 하나는 앞서 소개한 Jean Nouvel, Patric 

Blanc, Ickebuchi을 비롯한 다수의 원설계 디자이너들 뿐만 아니

라 실시설계를 담당하는 현지 컨설턴트(MAA), 말레이시아 발주처

의 매니지먼트, 그의 모기업인 싱가폴 발주처의 디자인 팀과 결정

[그림 15] 천정의 Groove Line과 문틀과 벽면의 접합부

[그림 16] 걸레받이와 벽면의 접합부

[그림 17] Showflat(Level 8) Interior - Living Room

[그림 18] Showflat(Level 8) Interior – Gallery

3. 공사관리 요소

All BRICKWALL / RC WALL / 
COLUMN WITH
200MM THK. CEMENT
PLASTER

5mm PVC STOP BEAD

5MM HT. X 12MM THK.
SELECTED STONE FINISH
SKIRTING

20MM THK. SEL. MARBLE
FLOOR FINSH TO SPEC.
CEMENT MORTAR

SCREEDING50

20

12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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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에 이루기까지 실로 수 많은 디자이너와 매니지먼트의 참여로 

인해 개별 디자인 Item의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원설계자 발주처 컨설턴트

SSY

건물설계  
Facade

Atelier 
Jean Nouvel (프)

Wingtai
Asia (싱)

MAA
TY Lin

Aurecon
JPV
PTG
JUBM

인테리어
Ikebuchi (일)
Rochon (프)

Harta Maju
S/B (로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각 디자인 파트별 담당자와 디자인 결

정에 따라 공기와 공사비 증액을 결정할 수 있는 싱가폴 발주처 결

정권자를 현장 컨설턴트 사무실에 상주토록 요청하여 결정단계별 

루트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우리는 발주처가 제시한 디자인 요소

를 대체하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옵션 등을 스스로 찾아 제

시 및 제안함으로써 중간단계에서 소요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단축 할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다수의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고급 

디자인 위주의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시에 반드시 고려될 사항으

로 판단된다.

3-2. Sales Gallery 운영 및 디자인 변경 

통상 Serviced Condominium의 경우 본 공사의 사업부지와 별도

로 분양목적용 Show Flat(모델하우스)을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지

만, 본 프로젝트는 각 Tower 별로 Show Flat과 고객편의, 분양상담 

및 계약 등을 담당할 분양사무소(Sales Gallery)를 별도로 개설하

였다. 

이에 따라 고객이 현장내부 진입 시 정문에 위치한 Sales Gallery 

입구를 통해서만 8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본 공사 진행 공간과 완

벽하게 분리 및 차단된 별도의 내부 공간을 임시로 필요로 하게 되

었다. 이는 본 공사와의 공종 및 동선 간섭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분양사무실 철거까지(잠정 금년 말) 해당 위치의 본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여 자동적으로 공기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발주처는 해당 평면을 16번이나 변경하여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였고, 그 와중에 우리는 최고급에 걸 맞는 디자인 품

질 요구도 수용해야 했다.

무엇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세부내용에 대해 철저히 문서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공식 변경

지시서가 아닌 경우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공사 담당자

들이 직접 발주처 결정권자 및 컨설턴트의 서명을 받고 이를 바탕

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우리회사는 지속적으로 고급 명품건축물 시공을 선도하는 기업으

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최고급 Residence인 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준공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진가를 발휘할 것

이라고 자부한다.

본 고에서는 프로젝트에 적용된 세계적 디자이너의 현장 적용 요

소와 다수 디자이너들의 참여 시 이들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간소

화하기 위한 우리의 대안 및 관리 요소를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고급건축물의 까다로운 품질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습득한 기술

력은 앞으로 우리회사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20] 본 공사구간과 분리된 Sales Gallery 평면 및 입구

[그림 19] 디자인 결정 프로세스 도식화

[그림 20] 본 공사구간과 분리된 Sales Gallery 평면 및 입구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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