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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오늘날 호텔은 여행에 있어서 목 만큼이나 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사람들은 호텔이 지닌 청결하고 고 스

러움을 넘어서 문화 이며 정신 인 그 무엇인가를 기

하고 있으며, 호텔 한 더 나은 서비스와 디자인의 고

객감동을 해 새로운 개념의 호텔들이 등장하여 호텔

산업발 에 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호텔은 경제 효율성과 차별성을 강조하

기 해 자칫 무분별하게 표 된 과도한 디자인은 장소

가 지닌 고유의 정체성은 사라진 채 유행에만 치우치고

있다. 최근 해외 방문객이 증가됨에 따라 서울을 심으

로 호텔신축이 활성화를 이루고 있지만 주 이용객인 해

외 방문객을 충분히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화문과 인사동 주변은 한국의 역사 유 과 건

축물, 그리고 쇼핑문화가 발 된 곳으로 해외 객들

이 선호하는 장소인 만큼 그들의 목 에 따라 새로운 경

험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호텔디자인 근방안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텔이 가지는 장소성에

하여 체계 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단된다. 본

연구는 호텔 공간디자인 개념에서 장소성을 반 한 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호텔디자인에서 시해야할 디자인의

본질을 되새겨보고, 지역 고유의 차별화된 장소경험을

형성할 수 있는 호텔디자인의 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소 정체성이 형성된 호텔의 공간체험을 통해 사

용자가 장소의 의미를 재생성할 수 있고 나아가 여행의

목 으로서의 호텔로 자리매김 되어 지역문화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한다.

1.2. 연구 방법 범

본 연구는 호텔 공간디자인의 장소성 표 양상 분석을

통하여 공간디자인 표 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2장에

서는 호텔의 변화경향을 살펴보고 문헌조사와 선행연구

분석을 하여 장소성 형성요소를 도출한다. 3장에서는 장

호텔 공간디자인에 나타난 장소성 표 양상에 한 연구

A Study on the Aspect of Placeness Expression in Hotel Space Design

Author 김정아 Kim, Jeong-Ah / 정회원, 계명 학교 공과 학 실내환경디자인학과 부교수, 건축학박사

Abstract As the standard for the value of modern people's life increases, hotels make efforts for the users’ qualitative and

mental satisfaction. As an approach to hotel space design differentiated for new experiences for travelers, a

design that reflects the placeness is needed so that people can experience the local culture and historical

meaning of the place. Thus, this study divides the components of placeness into physical factors, socio-cultural

factors, and semantic factors. As for methods for the design expression of placeness formation, physical factors

are classified as the connection to surrounding environments, center, passage, and area. Socio-cultural factors are

classified as cultural experiences in the place. Semantic factors are classified as symbolism and historicity. For a

case analysis in this study, overseas four-star hotels or higher, where placeness stood out are analyzed, based

on the above-extracted components of placen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hotels in the cases showed an

aspect of expression that emphasized semantic factors despite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detailed expression

method, depending on the designers. The expression of the place that reflected locality and temporality showed

the connection of time, connecting the past with the present. In the future, only the design expression based on

the historical and symbolic meanings of the place will be the experience that remains in the users’ memories,

very precisely.

Keywords 장소성, 형성, 호텔 공간디자인, 표

Placeness, Formation, Hotel Space Design, Expression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7권 3호 통권128호 _ 2018.0634

소성 형성요소를 재분류하여 디자인 표 방법을 도출한

다. 4장 사례분석의 범 는 1995-2012까지 개 된 해외

에 치한 4성 이상의 장소성이 부각된 호텔로 선정하

고, 사례분석 자료는 건축·인테리어 문지와 각 호텔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사이트를 참고한다. 5장에서는 도출

된 디자인 표 방법을 정리하여 향후 장소성을 반 한

호텔 공간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2. 이론 고찰 선행연구 검토

2.1. 호텔의 개념 변화경향

(1) 호텔의 개념

호텔은 ‘웹스터사 ’(Webster's Dictionary)에 따르면

“a place or shelter and rest for travelers,” 즉 여행자의

숙박과 휴식의 장소로서, 의미로 생각한다면 “a

building or institution providing lodging, meals, and

service for the public” 으로 “일반 에게 숙박시설과

음식,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 는 단체”라

는 의미로 오늘날 호텔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1) 호

텔은 서양에서 고 숙박시설로 시작하여 약 200년의 역

사를 지니며, 19-20세기 에 걸쳐 규모의 호화로운

호텔이 건설되어 오늘날에도 그 많은 곳이 명문 호텔

로서의 지 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호텔 건설도 약 100년이 지났지만 도시

를 심으로 한 단순한 숙박시설 외에 다양한 기능을 갖

춘 호텔 시설은 40여년의 역사에 불과하다.2) 미국의 런

드버그(D. E. Lundberg)는 호텔을 여행객과 지역사회의

이용자들에게 숙박, 회의, 오락 등의 문화시설과 서비스

를 상품으로 제공하는 복합 서비스기업3) 이라고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1990년 이후부터는 규모

의 호텔에서도 문화와 시 정신을 담는 다양한 개념의

호텔이 등장하기 시작하 다.

(2) 호텔의 변화경향

1) 시장의 변화_바 는 여행자

사회 상 배경에 따른 다원주의 사고는 라이 스

타일의 변화를 래하 으며, 정신 풍요로움의 시로

여가활동에 한 심이 높아져 활동도 더욱 세분화

되고 다양한 형태의 객이 출 하고 있다. 이들은 기

존과는 다른 진짜경험, 고유경험, 자연체험을 원하게 되

었다.4) 이제 사람들은 유명 명소에서 SNS에 올리는

과시 여행보다는 어느 장소라도 자신이 진정 선호하는

곳에서 지인처럼 체험하고 자기실 을 이루기 한 여

1) 홍진, 김홍일, 호텔객실 실무론, 학사, 2004, p.12

2) 원융희, 미래의 호텔, 효일출 사, 2005, p.13 요약

3) 주장건, 호텔건축 계획, 세진사, 1999, p.17

4) 김홍철, 21세기 여행업 이 게 변한다, 한국 , 1999, p.48

행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문화 체험스튜디오

를 제공하는 호텔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2) 호텔 디자인의 변화_디자인의 다양성 추구

한동안 내 집과 같은 편안하고 안락한 호텔, 그리고

고 스럽고 품 있는 곳이 부분이었다. 그러나 해외여

행의 기회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는 은 여행객과 고소득

문직 여성들로 역이 증가되면서 호텔에서는 새로움

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은 디자인호텔, 부티크호

텔, 라이 스타일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인 특성과

문화 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되었다. 이제 호

텔은 그곳에서의 삶을 향유하고 장소를 기억할 수 있는

다양화되고 개별 인 디자인 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2.2.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

(1) 장소의 개념

장소에 한 사 정의는 ‘사물이 놓이는 자리, 혹은

거처’라고 되어있다. 한편 아리스토텔 스는 장소를 ‘사

물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않으면서 사물의 주 를 둘러싸

고 그 사물의 이동과 함께 움직이는 일정한 역

(boundary)'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물이 놓이

는 장소의 경계는 가장 작은 물체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물체가 포함되는 더 큰 물체를 감싸는 경계로 일련의 유

기 계성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다.5)

(2) 장소성의 개념

장소성은 장소의 본질, 구체 으로는 장소가 지닌 의

미이며, 인간의 체험을 통하여 나타나는 물리 인 환경

에 한 의식(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물 환경에

한 인식의 차원은 sense of place, genius loci, spirit

of place, placeness 등 학문 논의가 다양하나, 도시환

경에 한 실용 측면에서 이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

으며 개인이나 집단 인 인식, 그리고 특수성 공통성

을 동시에 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소로는 자연환경이나 인공환경의

특성, 사람들, 그리고 문화 정체성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장소성이란 어떤 장소에 한 의식 애착으로 그

장소의 정체성(즉 그 장소의 동일성 다른 장소와의

차별성)으로 구성된다.6) 빈린치(Lynch K)는 장소의

정체성을 어떤 장소에 개별성을 부여하거나 다른 장소와

의 차별성을 제공함으로서 독립된 하나의 실체로 인식하

게 되는 토 역할을 한다고 정의했다.7) 이는 장소가 각

각 고유성을 지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장소성은 경

5) 장성주, 건축 장소의 체험에 한 분석연구, 서울 석론, 1986,

p.14

6) 국토연구원 자도서 참고정보원, 국토용어해설 페이지;

http://library.krihs.re.kr

7) Lynch K,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ss: MIT Press,

1960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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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리 외 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의 경험에

존재하고 개인은 의식 , 는 무의식 으로 어떤 장소

에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상호주 으로

결합되어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상은 우

리가 어느정도 비슷한 사물과 활동을 경험하고 우리 문

화집단이 시하는 일정한 장소의 성격을 갖도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느끼는 장소 정체성은 우리

의 장소경험 속에서 드러난다.8)

(3) 장소성 형성요소

장소의 구조는 포 으로 “경 (landscape)”과 “정주지

(settlement)”라는 용어로 구별될 수 있으며, 공간과 성격

의 범주에 의해 분석되어 질 수 있다. 공간(space)은 장소

를 형성하는 3차원 조직을 의미하며 “성격(character)”은

장소가 지닌 가장 포 인 성질이라 할 수 있는 분 기

(atmosphere)를 의미한다.9) 에드워드 (E. Relph)의

상학 공간 악에서 장소의 구조는 인간의 활동, 의미,

그리고 정 인 물리 환경의 3가지로 나 어지며, 여기에

시공간 인 맥락이 결합되고 요소들 간의 상호 조합이 이

루어져 다른 환경과 구분되는 장소의 특성을 갖는다.10) 여

러 학자들이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의미 는 정서 상

징 요소의 요성을 언 하는데, 이는 장소에 한 개인

의 경험들을 통한 장소 이미지의 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2.3. 장소성 련 주요 선행연구

본 연구는 장소성 형성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하여 선

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 분석하 다.

8) Edward Relph, Place and Placenessless, 논형, 2005, p.109

9) Christian Norberg-Schulz, Genius Loci, 태림문화사 1996, p.18

10) E.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1976, p.46

장소성 형성을 한 구성요소에 한 분류는 의

<표 1>의 선행연구 종합 분석에 나타나듯이 학자에 따

라서 그 구성요소를 물리 ·환경 요소, 인 ·사회·문화

요소, 행태(활동) 요소, 상 요소, 정서 ·상징

·의미 요소 등의 5가지 요인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연구자는 <표 1>의 선행연구를 종합 분석하여 장소성

형성요인을 환경의 물리 요소와 사회·문화 요소, 그

리고 의미 요소로 규정하며 이 세 가지 측면에 근하

여 공간디자인 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장소성 형성요소의 디자인 표

3.1. 물리 요소: 주변환경의 연결, 심, 통로,

역

장소가 가지는 유형(有形)의 요소이며, 장소의 자연환

경과 경 , 인간의 활동에 의한 건축 환경 등 특정 장소

내에 유형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물리 요소를 가리킨

다. 장소의 물리 환경인 외 은 장소의 가장 뚜렷한

속성 하나로서, 실체 이고 묘사 가능하다. 인간의 활

동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변화되고, 활동하던

인간의 존재가 사라져도 지속성을 유지하기도 한다. 장

소의 물리 환경이 가지는 이러한 시각 특징은 인간

활동의 모습을 가시 으로 보여주며, 인간의 가치와 의

도를 반 한다.11) 슐츠(C. N. Schulz)는 서인 ʻ실존·공

간·건축ʼ에서 인간이 정 하기 한 기본 인 물리 환

경의 구성요소를 심(中心), 방향(方向) 는 통로(通

路), 역(領域)으로 보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물리 요

소를 실존 공간의 개념에 의해 ‘ 심, 통로, 역’으로

악하고 장소가 치한 ‘주변 환경의 연결’을 포함하여

디자인 표 방법에 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1) 주변환경의 연결

주변환경과 공간

이 혼연일체가 되도

록 내부공간과 외부

공간을 융합시키는

방법으로 기둥의 배

열이나 투명 창 등

을 통해서 건물의

주변환경을 내부로

유입시켜 유동하는 공간으로서의 연속성을 통하여 장소

성을 표 한다. 내부와 외부공간은 도시라는 커다란 범

주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공간을 형성하게 된

다. 제 리 바와(Geoffrey Bawa)의 칸달라마 호텔은 외

부의 목이 건물과 연결되고 거 한 바 가 내부로 유

11) 백서 , 장소성 형성을 한 시각 방법론 연구, 서울 박론,

2014, p.28 요약

자 제목 장소성 형성요소

Relph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물리

환경

인간의

활동
의미

Tuan

1977
Space and Place 환경 시간

장성주

1986

건축 장소의 체험에

한 분석연구

물리

요건

행태

요건

의미

요건

Bonta

1994

Architecture and it’s

interpretation

물리

실체

문화

실체

이 주

1998

장소성 형성을 한

공간 디자인 방법에 한

연구

물리 행태 의미

백선혜

2005

장소마 에서

장소성의 인 형성

물리.

환경

인 ·

사회
상

정서

상징

유진이

2008

도시의 장소성 구축을

한 공간디자인 연구

물리

조건

행태

조건

의미

조건

이남휘

2011

장소성 형성요인간의

인과구조분석에 한연구
물리 인 활동

의미,

상징

박신

2014

장소성을 강화한

비즈니스 호텔 로비공간

디자인연구

물리

요소

사회,

문화

정서

상징

백서

2014

장소성 형성을 한

시각 방법론 연구

장소의

외

인

문화

정서

상징

연구자 물리 사회·문화 의미

<표 1>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장소성 형성요소

<그림 1> Kandalama Hotel, Geoffrey Bawa

Dambulla, Sri lanka,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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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어 건물 주변환경과 공간을 하나로 인식하게 하 다.

(2) 심

장소 형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심

이다. 우리가 악한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이루고 있는

계 하나의 요소가 다른 요소들의 계를 포섭 으로

지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강도를 지니고 있거나 다른

모든 요소들이 이루는 계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시되는

것이 심이다. 심이란 장소 는 결 (node-K.

Lynch에 의하면)을 만들어

낸다. 결 이란 찰자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으로서의 요한 이

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

는 집 이다.12) <그림

2> 찰스무어의 무어 하우

스에서 건물 안의 건물, 집

속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에디큘러(aedicular)13)는 실

내공간의 강한 심 역할을 하며 사용자에게 상징 인

쉘터로서 공간의 심을 상징한다.

(3) 통로(방향)

린치(K. Lynch)는 통로(通路)를 ‘ 찰자가 습 으로

는 때때로 지나는, 그 지 않으면 지날 가능성이 있는

경로(經路)’로 정의하고 있다.14) 통로는 특별한 목표에

이르게 하는 실존 기본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강한 상징성을 내포한다. 사람은 통로를 지나면서 수많

은 요소들을 통일시키며 이 요소들은 때때로 더욱 큰 요

소와 련시켜 하나의 상징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통로에 의해 공간을 이동시에는 치의 변화와

함께 심리의 변화도 느끼

며 공간에서의 연속성을

경험하게 된다. 공간의 내

부와 외부 각 단계를 통하

여 의미있는 목표, 는

장소를 서로 연결하는 통

로의 체계는 서로 떨어진

장소를 하나의 역으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

다.15) 장소성은 방향성이 집 될 때 만들어진다. 축과 방

향성은 곧 심성과 집결되며 수직의 방향성과 수평의

방향성이 교차하는 곳은 부분 기능 , 심리 심의

12) 이 주, 장소성 형성을 한 공간디자인 방법에 한 연구, 이화여

석사논문, 1998. p.22

13) 에디큘라(aedicula): 고 이집트 로마시 의 규모가 작은 사당

는 작은 신 을 의미한다. 이후 페디먼트와 기둥 등으로 주 가

둘러싸인 공간이나 니치(niche)를 의미하게 되었다.

14) Lynch K, op. cit., p.47

15) 이 주, op. cit., pp.28-29요약

역할을 하게 된다.16) 칸달라마 호텔의 경우 계단과 통로

는 활동공간의 경험을 강화하기 하여 방향성을 지니며

개방된 내 외부 공간을 체험하게 한다.

(4) 역

역은 인간에게 있어 귀속감을 느끼게 하고 심리

안정감을 주며 외부와의 작용에 있어 구심 역할을 한

다.17) 역을 확정짓기 해서 경계가 한정되면 역은

더욱 뚜렷하게 형성되어진다.18) 이 게 경계를 형성하는

것을 ‘에워싼다(Enclose)’ 라고 하며, 공간은 에워 의 정

도에 따라 성격이 결정되고 당히 에워싸인 공간은 안

락하며 안 한 느낌을 다. 공간의 에워싸임은 부분

벽에 의해 이루어지며 벽은 공간을 한정, 융합, 집 하며

방향성을 갖게하여 장소를 형성시킨다.19) 에워싸는 방법

들과 함께 역성 확보를 하여 일련의 가구나 연속된

기둥의 사용, 오 제 등으로 역을 구분하는 방법, 공간

의 알코 나 구석진 곳을 이용, 바닥이나 천장의 벨차

이, 빛, 색채, 질감, 패

턴,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들이 있다.20) 런던에

치한 더 햄펠 호텔

(The Hempel Hotel)은

연속된 수직선과 조명

을 사용하여 에워싸인

공간은 침 가 치한

역을 강조한다.

3.2. 사회·문화 요소: 문화체험

사회 문화 요소는 인간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생

활양식, 역사, 문화, 인 자본, 제도 등이다. 게 사회

행 자로서의 인간이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들어낸

무형의 요소들로 특정 장소에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물

리 요소에 비해 상 으로

유동 인 특성이 있다.21) 를

들어 그 지역의 문화, 술(도

시의 색채, 화, 음악), 식사

등의 다채로운 체험을 가능하

게 하는 곳을 말한다. 쟝 벨

(Jean Nouvel)이 설계한 더 호텔(The Hotel)은 실내공간

16) 류호창, 실내 디자인에서 장소성 구 요소에 한 연구, 한국실내

디자인학회지 7호, 1996, p.59

17) 길성호, 건축사고론, 미건사, 1997, p.290

18) C. Norberg-Schulz, 실존, 공간, 건축, 태림문화사, 1985, p.114

19) 이 주, op. cit., p.31

20) 류호창, op. cit., pp.59-61 요약

21) 백선혜, 장소마 에서 장소성의 인 형성, 서울 박사논문,

2004, p.28

<그림 2> Charles W. Moore,

Moore House, Orinda, 1962

<그림 4> The Hempel Hotel, Anouska

Hempel, London, 1996

<그림 5> The Hotel, Jean

Nouvel, Switzerland, 2000

<그림 3> Kandalama Hotel,

Geoffrey Bawa, Dambulla, Sri

lanka,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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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화매체의 결합을 통해 커뮤니 이션의 새로운 안

을 제시한 곳으로 건물 창호를 통해 나타나는 각 객실

천장의 화장면의 그래픽을 외부로 노출시켜 상호작용

을 시도하고 공간과 화의 결합으로 새로운 문화체험을

유도하 다.

3.3. 의미 요소: 상징 , 역사 의미

의미란 어떠한 장소의 물리 구성 체계, 는 상물,

그리고 행 등과 련되어 있다. 의미는 장소의 물리

구조와 성격이 달라지면 함께 변화할 수 있으며, 일련의

상에 한 것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이될 수 있다.

연구자는 의미 요소를 다음의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하

여 진행하고자 한다.

(1) 상징 의미

하나의 장소에 한 상징 의미는 일반 으로 그 사

회에 구성원이 공유하는 환경 쉐마(Schema) 내에 통합

된 상징이념에 응하는 상징 구조물을 갖는다.22) 상

징의 역사는 무엇이든지 상징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자연 물체, 추상 형태 아니 우주 체가

상징으로서 잠재력을 갖는다.23) 따라서 상징은 기호에

비해 추상 인 것을 나타내며 표 하고자 하는 본의보다

도 더 많은 사상과 감정을

암시한다.24) 비오 노벰

가 설계한 리쿤 디

호텔은 로비 아치 복도의

연속되는 블루컬러는 바다

를 상징하고, 노란 조명은

태양을, 천으로 만들어진

양은 성을 의미하여 공간

체 으로 실 인 샤

르데냐의 풍경을 상징한다.

(2) 역사 의미

장소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그 성격이 변화하기도 하

지만 물리 구조물의 지속 인 존재로 인해 변하지 않

는 역사성을 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시 와

지역에 따라 역사를 느끼게 하는 장소, 는 건축물은

체험자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곳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러한 장소의 역사성은 그 장소가 특정 문화권, 는 지

역 특색을 반 할 경우 뚜렷해진다. 역사는 통과 역

사성으로 표 할 수 있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의

흐름으로 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형태는 신 이라기보다는 진화 형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25) 피 체에 치한 우나호텔은 르

22) 장성주, op. cit., p.31

23) 이규목, 도시와 상징, 일지사, 1988, p.20

24) 김미리, 도시환경에 있어서 상징성 표 을 한 환경디자인 모형사

례연구, 이화여 석사논문, 1999, p.17

네상스 시 의 피 체를

회고하며 로비의 연속된

꽃길은 과거 르네상스시

로 유입됨을 상징하며

역사 사건을 통하여

과거와 재의 시간

공존으로 공간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4. 호텔 공간디자인의 장소성 표 양상

사례분석

4.1. 사례선정기 분석방법

본 연구의 사례는 해외 호텔 공간의 장소성 표 이

부각되어 디자인 으로 이슈가 된 호텔로 1995-2012년에

개 , 는 재건축되어진 4곳으로 선정하 다. 분석방법

은 국내외 건축·인테리어디자인 공서 , 문 잡지, 참

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도출

된 장소성 표 방법에 근거하여 공간을 분석하 다. 사

례 상 호텔은 다음과 같다.

4.2. 공간사례분석

25) 김경수, 건축사 비평의 과학 문제에 한 고찰, 공간, 1983, p.85

호텔명 작가 년도 치

1 Camino Real Ricardo Legorreta
1968/1985,

2005 재건축
México

2 Kandalrama Geoffrey Bawa 1995 Sri Lanka

3
Town House

Galleria
Ettore Mocchetti 2007 Italy

4 Andaz Marcel Wanders 2012 Netherlands

<표 2> 사례 상 호텔

<그림 6> Hotel Li Cuncheddi, Fabio

Novembre, Italy, 2000

<그림 7> Una Hotel Vittoria, Fabio

Novembre, Firenze, 2003

호텔명 Camino Real Hotel

주소 Mariano Escobedo 700 Col. Anzures México

개 연도 1968 최 오 / 1985, 2005 재건축

규모
712 Rooms, Restaurant, Coffee and Bar, Meeting Rooms, Fitness

Center, Outdoor Swimming Pool, Spa

디자이 Ricardo Legorreta

공간개요

Camino Real 호텔은 멕시코 건축가 Ricardo Legorreta에 의해 설계되었으

며, 내 외부공간의 멕시코의 지역 특성, 통색채, 빛, 정, 물, 스 일의

비를 건축구성 요소로 공간을 으로 해석하 고, 다양한 술작품을

시하 다.

구성

요소

표

방법
공간이미지 표 내용

물

리

주변

환경

의

연결

로비의 형 창을 통해

다양한 멕시코 통색채

의 벽과 분수가 있는 외

부환경의 연결성을 지님

<표 3> Camino Real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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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로비 심에 치한 조명

오 제와 벽면에 멕시코

작가 Rufino Tamayo의 그

림을 통해 로비공간의

심성을 표

통로

통색채의 벽 틈으로 빛

과 자연이 유입된 통로는

다른 공간으로의 방향성

이 집 됨

역

천장의 벨차이와 바닥

마감재의 극명한 변화,

수직선의 연속을 통하여

휴식공간의 역을 분리

함

사

회

문

화

문화

체험

로비 심에 오 제와

벽면에 지역 통색채사

용, 멕시코 통화가

Rufino Tamayo 그림과

Alexander Calder의 작품

등으로 지역 통 갤러리

호텔로서의 문화체험 제

공

의

미

상징

의미

멕시코의 신화 이고

통 의미를 지닌 벽체

틈에서 유입되는 빛은

통색을 더욱 강조하여 멕

시코의 이미지를 상징

역사

의미

진입로의 분수는 칼데라

형태로 만들고 정에 스

페인 정복 이 리 히

스페닉계 피라 을 연상

하도록 핑크, 로우 컬

러의 벽을 세워 역사성을

반 함

호텔명 Kandalrama Hotel

주소 Dambulla, Sri Lanka

개 연도 1995

규모 152 Rooms, Restaurants, Cafe and Bars, Spa, Swimming

Pools, Sports and Games, Library, Business Centre,

디자이 Geoffrey Bawa

공간개요

Heritance Kandalrama 호텔은 칸달라마 호수와 시기리야 바 가 내려다 보

이는 산 턱의 조용한 지역에 치하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의 경 을

만끽 할 수 있다. 제 리 바와는 호텔은 벽을 향하고 자연 목이 건물

를 덮도록 설계하여 시간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감상하도록 하 다.

구성

요소

표

방법
공간이미지 표 내용

물

리

주변

환경

의

연결

건물이 치한 자연환

경을 건축과 직 으로

연결시키고자 주변의

목을 건물 로 덮고,

복도와 계단 등의 이동

공간은 벽을 오 하여

실내공간에서도 외부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

도록 함. 공간 내외부의

경계를 허물고 최 한

외부의 자연을 유입함

<표 4> Kandalrama Hotel

심

로비 진입부의 론트

앞으로 높은 천장고와 4

개의 기둥을 두어 공간

속의 심성을 표 하고

요한 집 역할을

함

통

로

외부의 거 한 바 가

실내공간으로 유입되어

하나로 합쳐지면서 좁아

지는 공간의 볼륨은 자

연스럽게 동선 방향을

제시함

역

연속된 수직 철재

임이 계단 둘 를 에워

싸는 방법으로 계단실의

경계를 형성하여 역성

을 나타냄

사

회

문

화

문화

체험

동굴 벽면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식사 경험과

스리랑카 통에 기 한

타피스트리와 목재 가구

디자인, 공간의 체

인 색채이미지에서 스리

랑카 지역 고유의 문화

를 체험

의

미

상징

의미

외부의 목이 건물 체

를 덮어 외부와 내부가

유기 이며 지속가능한

건축으로 호텔 자체가

스리랑카의 자연이 됨을

상징

역사

의미

스리랑카 최고의 문화유

지로 꼽히는 시기리야

(Sigiriya) 부근 담불라

(Dambulla) 근처에 치

하며 지역 특성과 공

간과의 직 인 계를

통해 서구의 모더니즘과

장소성을 결합함

호텔명 Town House Galleria

주소 Via Silvio Pellico, 8 20121, Milano Italy

개 연도 2007

규모
58 Rooms, Restaurant, Spa & Wellness, Fitness, Meeting Rooms,

Lounge Bar

디자이 Ettore Mocchetti

공간개요

라노 심부에 치하고 있는 Town House Galleria는 Duomo 성당과 La

Scala 극장 사이의 유명한 Galleria Vittorio Emanuele II 내에 치하여 라

노의 역사성을 체험할 수 있고 패션, 쇼핑, 술,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

요소
표

방법
공간이미지 표 내용

물

리

주변

환경

의

연결

라노 심의 두오모 성당

과 라스칼라 극장을 연결하

는 유명한 Galleria Vittorio

Emanuele II 안에 치하여

호텔 내부공간에서 갤러리

아를 감상할 수 있도록 주

<표 5> Town House Galleria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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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례분석의 종합

4개의 호텔 공간 분석을 통해 물리 , 사회·문화 , 의

미 요소에 따라 호텔에 나타난 장소성을 표 하는 디

자인 방법은 다음 <표 7>과 같다.

요소 호텔
Camino

Real
Kandalrama

TownHouse

Galleria

Andaz

Hotel

물리

요소

주변환

경의

연결

투명마감재

자연요소의

직 유입/

지형에 순응

투명마감재 투명마감재

● ● ◑ ●

심

오 제

술작품

높은 천장고,

연속된 기둥

바닥, 창, 천

장의 심축

형성

오 제의 탈

스 일/바닥,

벽의 패턴

● ● ◑ ●

통로

통색채/ 빛

의 유입

자연환경의

유입/ 공간의

볼륨 형성

개구부의 연

속

색상 비/

고 장식

● ● ● ●

역

마감재의 분

리, 천장의

벨차

연속된

임의 에워

연속된 창으

로 에워

벽과 유리로

에워 / 오

제의 강조

● ● ◑ ●

<표 7> 장소성 형성요소의 디자인 표 방법 (높음●, 보통◑)

변 환경이 연결 됨

심

클래식한 천장마감과

심축이 된 긴 창, 바닥

카펫을 통하여 응 실 공

간의 심성을 표

통

로

개구부가 연속 으로 이

루어진 형태의 통로는

진입을 유도하며 자연스

러운 동선을 제시함

역

아치창을 향하는 카펫의

방향과 좌석을 에워싸는

아치창을 통하여 식사공

간의 역성을 강조함

사

회

문

화

문화

체험

라노 도시사진(침 헤

드보드 벨라스카)과

창을 통해 갤러리아의 다

양한 패션, 술, 문화를

체험

의

미

상징

의미

라노 심의 두오모 성

당과 라스칼라 극장을 연

결하는 Galleria

Vittorio Emanuele II 안에

치하여 지역 문화를 상

징

역사

의미

피아자 델 두오모와 라

스칼라를 연결하는 역사

건물인 Galleria

Vittorio Emanuele II 에

치하여 호텔내부는 건

축양식의 기존외형을 보

존하며 설계하 으며 장

소의 역사성을 상징함

호텔명 Andaz Hotel

주소 Prinsengracht 587 Amsterdam, Netherlands

개 연도 2012

규모 122 Rooms, Spa, Meeting and Event Space, Weddings, Restaurant

& Bar,

디자이 Marcel Wanders

공간개요

안다즈 호텔은 암스테르담 Prinsengracht 에 치한 의 공공 도서 부

지에 지어졌으며, 주요 술 갤러리와 패션 매장들이 집된 다양한

문화 특성을 보유한 조르단 구역에 치해 있다. 마르셀 반더스는 네덜란

드의 문화가 반 되도록 역사 모티 를 호텔에 표 하 으며 객실에서는

유네스코 보호 유산인 Prinsengracht 운하를 조망할 수 있다.

구성

요소

표

방법
공간이미지 표 내용

물

리

주변

환경

의

연결

호텔 객실 창으로

암스텔담 Prinsengracht

운하와 거리의 건물들이

내부로 연결됨

<표 6> Andaz Hotel

심

로비에 형스 일의 흰

종 조명 오 제를 심

으로 벽, 기둥, 바닥카

펫에 네델란드 역사를

이미지로 표 , 공간을

집 시켜 심성 강조

통

로

호텔 내부 주출입구로

향하는 통로는 고 인

장식과 강렬한 색상 비

로 집 되며 방향성을

나타냄

역

패턴벽과 유리으로 둘러

싸인 높은 천장에서 내

려오는 화려하고 다양한

스 일의 조명들은 리셉

션의 역을 분명하게

구분함

사

회

문

화

문화

체험

델 트블루 도자기, 비

디오아트 컬 션 등의

스튜디오를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을 가능하게

함.

의

미

상징

의미

네델란드를 상징하기

해 바닥, 벽, 천장, 기둥

에 암스텔담 항해 패턴

들과 델 트블루 도자

기, 오 제를 배치

역사

의미

암스텔담에 치한 35년

된 공공도서 을 개조하

여 역사 서 , 그림 등

도시의 유산 인 요소를

통해 네델란드 황 기의

역사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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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호텔 공간디자인에 나타난 장소성 표

양상에 하여 공간 사례분석을 통해 그 경향에 하여

알아보았다. 호텔 공간디자인에 나타난 장소성 형성요소

를 물리 요소, 사회·문화 요소, 의미 요소로 구분

하고 이를 세분화하 다. 이를 통하여 분석 정리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텔 공간디자인에서 물리 요소에 의한

장소성 형성의 디자인 표 방법은 주변환경의 연결,

심, 통로, 역으로 구분된다. 주변환경의 연결은 투명마

감재의 사용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자연을 직

으로 유입하여 장소와 건축공간이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이미지를 갖게 한다. 심은 오 제, 바닥, 벽, 기둥, 패

턴 등을 통해 집 되며 통로는 공간의 볼륨으로 방향성

을 유도하고 역은 천장과 바닥의 벨차, 마감재 분리

와 다양한 소재로 경계의 에워싸임을 통해 표 한다.

둘째, 사회·문화 요소에 의한 장소성 형성의 디자인

표 방법은 장소의 문화체험이다. 지역문화의 특성을 디

자인 컨셉으로 사용하거나 지역작가의 술작품, 건축요

소를 통색채와 마감재를 통해 표 한다.

셋째, 의미 요소에 의한 장소성 형성의 디자인 표

방법은 상징 , 역사 의미이다. 상징 의미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직 으로 수용하고 주변의 문화유 을 상

징한다. 역사 의미는 역사 인 건물의 사용, 역사 인

통 건축양식, 색채, 오 제 사용과 디자인 컨셉으로 역

사 시 상을 반 한다.

이처럼 장소성의 디자인 표 방법은 디자이 에 따라

세부 인 요인에서는 차이 이 있으나 사례 호텔이 거의

유사하게 의미 요소를 강조하는 표 양상을 보이고 있

었다. 지역성과 시 성을 반 한 장소의 표 이 과거와

재를 이어주며 시간의 연결을 나타낸다. 호텔 공간디

자인에서도 단순히 장식 인 유행에만 그치는 디자인이

아닌 장소가 지닌 역사 의미에 입각한 디자인 표 만

이 사용자에게 매우 정확하게 기억속에 남는 경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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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https://www.the-hotel.ch

30. https://www.licuncheddi.com

31. https://www.unahotels.com

32. http://arquiscop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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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문화

요소

문화

체험

지역 통색

채, 지역

통작가의

술작품

지역의 자연

환경유입/지

역 통 오

제, 가구,

색채

역사 건축/

패션, 사진,

술

다양한 문화

술 체험

스튜디오

● ● ● ●

의미

요

소

상징

의미

벽에 한

지역 의미

상징

지역의 자연

상징

치에 한

지역문화 의

미 상징

바닥, 벽, 천

장, 오 제를

통한 지역문

화 상징

● ● ● ●

역사

의미

역사 의미

의 통색채,

통건축양

식, 오 제

문화유 지

주변에 치

역사 건물

개조

역사 건물

개조/ 시 성

반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