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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 towards meeting diverse customer needs has started to affect the hotel industry as well. Design

hotels emerged as customers demanded differentiated lodging experiences they could not fulfill at franchise hotels

which were uniform in style everywhere in the world. Design hotels are meant to provide a new concept of

space through unique design sensibility and work of designers, which highlighted the role of interior design.

This research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indoor space expressed in design hotel common spaces by the

French designer Andree Putman, also known as the founder of boutique hotels and the concept of design hotels.

As the original founder of the concept of design hotels, Putman’s scope of work stretches wide, from interior

design to product design. She is also one of the few French designers with a modernist inclination. The research

runs a review on previous literature, characteristics of design hotels according to design tendency, and the

association with characteristics of indoor space designed by Andree Putman, followed by case analyses extracted

by analyses on design characteristics of common spaces she has designed. The analysis reveals that she

creates comfortable yet elegant space, using contrast and fusion arising from negotiation of design styles to

interpret space, the sense of spatial balance and understated expression of order through symmetrical structures,

diverse creation of space through geometric structuring, highlighting indoor space by utilizing lights as objects, and

the heterogeneous harmony achieved by contrasting juxtaposition, and understated formativeness. It is expected

that study results would be utilized as methods of new designs of interior space in design hot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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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에 의해 점차 복

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같은 사회 안에서도 가치관, 생활

양식이 다른 다원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

화에 따라 새로운 것들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해지면서

소비에 대한 성향도 다양해졌으며, 특히 라이프스타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숙박 서비스업 공간에도 나타났다.

기존의 기업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대형 체인 호텔들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소비자요구를 해소할 수 없는 부분

의 틈새전략의 대안으로 디자인 호텔이 출현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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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다원화된 현시대의 고객들은 숙박과 식음의 서

비스 충족이라는 호텔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 새로운 경

험에 대한 기대와 만족을 원하며, 이와 같은 현대인들의

디자인 욕구 해소와 더불어 감각적인 디자인을 앞세워

차별화를 둔 디자인 호텔이 주목 받고 있다. 따라서 호

텔 디자인에 있어서도 다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새로

운 개념의 디자인을 적용한 호텔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디자인 호텔이라는 개념이

반영된 최초의 호텔을 디자인1) 하였으며, 프랑스 디자이

너로서는 드물게 모더니즘적인 성향을 나타낸 여성디자

이너 안드레 푸트만의 디자인 호텔 공용공간에 나타난

실내공간 특성을 분석하여, 디자인적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며 호텔의 이미지를 가장 크게 부각시키는 디자인

1) 남소영, 4Cs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호텔의 스페이스 마케팅 전략

요소 정립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9,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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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

디자이너

호텔

디자이너의 독특한 취향과 개성 있는 디자인 언어가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공간에 나타나는 호텔로 디자이너의 이름이 호텔을

대표한다.

부티크

호텔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탐험하기 좋아하는 젊은 손님을 겨냥

한 소규모의 호텔로서 고가치, 고품격, 고급문화를 지향하는 호텔

이다. 대형 체인호텔들과 패션브랜드 호텔로도 영역이 확장되고 있

는 추세이다.6)

아트

호텔

실내디자인과 예술영역간의 결합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예술작

품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바라봄에서 다양한 감각을 통해 경험함으

로 발전시킨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디자인 호텔의 유형

호텔의 공용공간2)을 계획함에 있어, 다양성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디자인 호텔이 무조건 화려한 극적인 공간 연

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현대적인 절제된 감각

으로 재탄생 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디자인 호텔 공용공간에 나타나는 실내공간

특성을 프랑스의 대표 실내디자이너인 안드레 푸트만의

디자인 호텔을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양한 디자인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왔던 안드레 푸트만은 특정

시기나 지역에 호텔을 디자인 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

았기에, 이에 본 연구의 사례범위는 안드레 푸트만이 실

내디자이너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1980년대 이후

의 디자인 호텔 중 공용공간을 범위로 한정, 실내공간

특성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 분석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외에서 발간된 안드레 푸트만의

작품집과 저서, 각종 인테리어 전문지 그리고 인터뷰 기

사 및 기타 참고문헌 등을 통하여 진행한다. 그 구체적

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이루어지며, 제 1장에서는 연구

의 배경과 목적, 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제 2

장에서는 디자인 호텔의 배경과 개념 및 유형, 공용공간

의 구성과 실내공간 특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 3장에

서는 안드레 푸트만의 성장 및 디자인 배경과 디자인 철

학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녀가 디자인한 실내공간에 나

타나는 특성을 연구, 분석틀을 도출한다. 제 4장에서는 3

장의 특성을 기반으로 안드레 푸트만의 1980년대 이후

디자인 호텔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후, 제 5장에서 사례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

을 정리한다.

2. 디자인 호텔과 공용공간의 이론적 고찰

2.1. 디자인 호텔의 배경과 개념

획일화에서 개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로의 변화

는 호텔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세계 어느 곳

을 방문하나 비슷한 체인화, 대형화된 호텔에서 느낄 수

있는 표준화된 경험이 아닌 자신만의 특별한 대우를 원

하며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차별화된 경험을 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가치로서의 호텔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처

럼 현대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여행을 위한 숙소로서의

2) 이진옥, 디자인 호텔 로비공간의 초현실주의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

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9, p.23

호텔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서의 호텔에 주목3)하게 되었고,

이러한 소비자들의 필요와 욕구에 부흥하여 나타난 것이

디자인 호텔이다.

즉, 디자인 호텔이란 호텔산업 또는 기업으로서 대형

화되고 체인화 되는 호텔들과는 달리 다양성에 대한 가

치를 인정하고 디자이너의 디자인개념과 언어를 통해 다

양한 표현방법과 원리를 공간에 적용하여 새로운 공간과

삶의 무대를 제공하는 호텔이라 할 수 있다.4) 디자인 호

텔은 대개 중소규모의 호텔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화, 체인화가 아닌 개별적인 호텔로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무엇보다 디자인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

며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좀 더 특별하면서 차별

화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디자인 호텔의 출

현과 확장은 대형 체인 호텔들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호

텔산업에 디자인 경쟁력을 필요로 하게 하였고, 이것은

보다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 호텔의 특성화 장점으

로 특급 호텔과 호텔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2.2. 디자인 호텔의 유형 및 구성

(1) 디자인 호텔의 유형

새로운 공간과 디자인에 대한 기대와 욕구, 사회 문화

적 가치로서의 필요에 따라 생겨난 디자인 호텔은 디자

이너 호텔, 부티크 호텔, 아트 호텔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은 확연하게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서로의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5)

(2) 디자인 호텔의 공간구성

디자인 호텔은 대부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를

고용하거나 독특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호텔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건축적인 상황에 따

라 달리 표현하고 있지만 대부분 근사한 로비나 레스토

3) 조윤성, 디자인 호텔에 나타나는 현대사회의 이미지 소비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2011, p.13

4) 김혜영, 디자인 호텔에 있어 개념과 디자인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1, p.9

5) Ibid., p.13

6) 박주영, 문화마케팅을 적용한 디자인 호텔 공용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13,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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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공용공간

투숙객과 방문자의 공용이용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숙박공간

개별적인 고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등급에 따라 크

기가 결정 되어 지며 고객의 욕구가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디자

인을 계획해야 한다.

관리시설

공간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생활하는 영역으로, 호텔 영업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표 2> 디자인 호텔의 기능별 공간구성

연구자 실내공간 특성

김혜영

(2001)

디자인 호텔에 있어 개념과 디자인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1. 초문화성

(시간적 공존 / 이질문화의 접목 / 장르간 결합)

2. 인터랙티브 (내러티브 / 참여와 소통)

3. 내재적 상징 (상징 / 은유)

김민정

(2004)

디자인 호텔의 디자인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1. 異문화의 혼재(다양한 문화매체간의 결합 /

다국적 문화의 접목 / 시간적혼재)

2. 상호적 작용 (내러티브 / 참여와 소통)

3. 내적상징 (상징 / 메타포)

이진희

(2009)

인지적 어포던스 관점에서의 디자인 호텔 로비공간 분석에 관한

연구

디자인 경향 표현특성

절제된 모더니즘

(Ascetic Modernism)

향수적 충만

(Nostalgic Opulence)

거대 환상

(Extravagant Fantasy)

이국적 동경

(Exotic Exclusivity)

1. 초문화성 (시간적 공존 / 이질문화의

접목 / 장르간 결합)

2 .상호작용 (내러티브 / 참여와 소통)

3. 내재적 상징 (상징 / 은유)

남소영

(2009)

4Cs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호텔의 스페이스 마케팅 전략요소 정립

에 관한 연구

1. 초문화성

(시간적 공존 / 이질문화의 접목 / 장르간 결합)

2. 상호작용 (내러티브 / 참여와 소통)

3. 내재적 상징 (상징 / 은유)

이상은

(2013)

필립스탁의 혼성적 표현특성을 적용한 호텔 실내 코디네이션 연구

1. 체험과 유희

2. 내러티브

3. 참여와 소통

<표 4> 선행연구 고찰 표

구분 내용

로비

출입구
내, 외부의 접점이 되는 곳으로 호텔의 첫 인상을 결정지어

주는 공간요소이다.

프런트
서비스의 시작과 끝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호텔 관리 업무의

중심부분이다.

로비

호텔 전체 디자인의 기본이 되는 공간으로, 외부와 내부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전이공간의 성격을 가지며 기능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갖게 된다.

라운지
수익성의 반개방적인 공간으로 대기, 만남 또는 회의, 집회

등의 장소로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요식

공간

레스토랑 일정한 장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인적 물적 서비스를 제

공하여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다.바

부대상업시설
연회실, 비즈니스센터, 수영장, 휘트니스 센터 등의 시설로

휴식, 여가의 활용 장소이다.

수직 교통로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로 구성되며 조형성을 구사하

여 다양한 연출이 요구된다.

기타

엘리베이터 홀, 화장실, 구내전화, 복도 등의 시설로 고객이

오랜 시간을 머무는 공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는 장소들이다.

<표 3> 디자인 호텔 공용공간 구성

랑 및 부대상업 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호텔을 문화공

간으로 향유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고 있

다.7) 디자인 호텔의 공간구성은 크게 수익공간과 비수익

공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간의 기능에 따라 공용공간,

숙박공간, 관리 시설공간으로 구분 된다.

2.3. 디자인 호텔 공용공간의 구성 및 역할

(1) 디자인 호텔 공용공간의 구성

디자인 호텔의 공용공간은 그 규모에 따라 기능과 면

적구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로비, 라운지, 레스토랑, 집회

및 연회장, 오락, 휴식기능 등을 포함해서 매우 다양한

공간과 시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텔의 특

징과 성격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공용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객실은 프라이버시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공간인 반면에 공용공간은 사회적, 사교장소로서

이용되는 공적인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8) 그 세부구성

은 다음과 같다.

(2) 디자인 호텔 공용공간의 역할

호텔의 각 부문별 공간의 규모는 호텔의 등급, 사용량

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중소규모가 주를 이루는 디

자인 호텔의 공용공간은 그 규모가 비교적 작다. 디자인

7) 이진옥, op. cit., p.22

8) 이창노, 도시호텔 공용부분의 공간구성 유형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2004, p.60

적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디자인 호텔의 공용공간은

호텔의 이미지를 가장 크게 부각시키는 곳으로 기능적인

프런트 등이 있는 공간이면서 통로와 연관되는 응집된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 배회, 만남의 장소로 활동

하는 개방된 공간 영역이다. 이처럼 호텔을 방문하는 고

객으로 하여금 호텔을 기억할 수 있는 큰 상징체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2.4. 디자인 호텔 공용공간의 실내공간 특성

디자인 호텔 공용공간의 실내공간 특성 도출을 위해

선행연구와 디자인 경향을 분석하여 재정리하였다.

선행연구 <표 4>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특성으로

단일문화에서 다문화의 공존현상을 보이는 초문화성, 대

상과의 상호 작용과 관계성의 회복을 이루는 인터랙티

브, 건축적 상징과 은유를 통해 표현되는 내재적 상징으

로 나타났다.

디자인 경향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디자인 호텔 공용공간

의 실내공간 특성은 절제된 모더니즘(Ascetic Modernism),

향수적 충만(Nostalgic Opulence), 거대 환상(Extravagant

Fantasy), 이국적 동경(Exotic Exclusivity)이다.9) 이는 <표

4>의 선행연구 인지적 어포던스 관점에서의 디자인 호텔

9) Otto Riewoldt, New Hotel Design, Laurence King, 2002, p.6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4권 1호 통권108호 _ 2015.02          75

<그림 1> Gallery Art

Hotel, Firenze

<그림 2> Gastwerk Hotel,

Hamburg

<그림 3> Clift Hotel,

San Fransico

<그림 4> The Hempel

Hotel, London

로비공간 분석에 관한 연구(이진희, 2009)에서도 언급하고

있으나, 공간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어휘가 아닌 부분이 있

어 다음의 4가지 특성으로 재정리 하였다.

(1) 절제된 모더니즘 → 미니멀리즘

모더니즘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나타난 미니멀

리즘은 순수하고 환원적인 형태로 모더니즘을 극대화하

고자 한 표현방식이다.10) 이는 디자인 호텔에서도 표현되

어 공간의 질서와 절제미를 나타

낸다. <그림 1>의 호텔 라운지는

단순한 사각형태의 그리드 패턴과

선적인 요소 등으로 바닥과 벽면

을 구성하여 절제된 조형성과 질

서로 미니멀리즘을 표현하였다.

(2) 향수적 충만 → 시간적 혼재

디자인 호텔들 중 일부는 과거의 건축물이 재디자인

되는데, 이 경우 건축적 형태 요소, 공간, 표현 요소 등

의 다양한 기존 건축물의 일부분을 보존해야 하는 대상

체로 간주하여 일정 부분을 차용하거나 새로운 디자인과

병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11) 즉, 과거와 현재 또는 미래

적인 양식을 혼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시간의 이질적인

조합을 이루어, 공간을 새로운 방법으로 재구성하는 것

이다. <그림 2>의 호텔은 기존의

유리제조 공장을 호텔로 재디자

인 하면서 로비 중앙에 공장 시

절 사용하던 거대한 기계를 그대

로 보존, 배치하여 실내공간에서

시간적 혼재를 표현하였다.

(3) 거대 환상 →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는 환상과 상상력이라는 인간이 지닌 의식

저편의 세계를 찾고자 하는 예술 사조로 현실과 초현실

의 접근을 시도하여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세계를

확장하여 표현하는 것12) 이다.

<그림 3>의 호텔 로비에 설치된

오버스케일 청동의자는 현실세계

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과장된 스

케일로 표현되어 방문객들에게

시지각적 충격과 함께 새로운 감각을 불러 일으켜 초현

실주의의 새로운 세계로 온 것 같은 환상을 준다.

(4) 이국적 동경 → 문화의 혼성

디자인 호텔에 나타나는 혼성은 한정적인 인간의 생활

범위를 극복하고자 하는 바램에 의한 것으로 자신이 획

득한 문화와는 다른 문화에 대한 경험을 추구, 직·간접적

10) 곽대영, 디자인에서의 미니멀리즘의 경향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

국 기초조형 학회, vol.6 no.4, 2005, p.137

11) 김혜영, op. cit., p.36

12) 이진옥, op. cit., p.34

으로 표현되어 다문화의 공간적

공존 현상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

다.13) <그림 4>의 호텔 리셉션은

유럽의 미니멀리즘과 동양의 선사

상인 젠스타일의 혼합을 통한 문

화의 혼성적 특성이 나타난다. 

선행연구와 디자인 경향을 분석

한 결과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 중 일부가 실내공간 관점

으로 분석된 것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판단, 실내공간을

분석하기에 합당한 것으로 조정하였다. 따라서 체험과 경

험적 요소에 의한 인터랙티브, 건축적 요소에 의한 내재

적 상징을 제외하고 실내공간 안에서 다문화의 공존현상

으로 나타나는 초문화성의 표현특성인 시간적 공존, 이질

문화의 접목, 장르간 결합으로 정리하였고, 디자인 경향

에 의해 재정리된 특성을 포함하여 디자인 호텔 공용공

간의 실내공간 특성을 <그림 5>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그림 5> 디자인 호텔 공용공간의 실내공간 특성

3. 안드레 푸트만의 디자인 배경 및 실내

공간 특성

3.1. 안드레 푸트만의 성장 및 디자인 배경

1925년 12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안드레 푸

트만(Andree Putman)은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의 영향

으로 어렸을 때부터 예술적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다.

10대 때부터 음악학교(Conservatoire de Paris)를 다니면

서 19살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지만 20살에 음악을

그만 두게 되었고, 음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면서 눈에

들어오지 않던 미술관의 그림, 도시의 건축물들이 시야

에 들어오게 되었다. 또한 현재 프랑스 문화 유산 가운

데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 퐁티네 시토파 수도원

(Cristercian Fontenay Abbey)의 일부가 푸트만 집안 제

지공장으로 사용되었기에, 그녀는 어린 시절을 이 수도

원에서 보내곤 하였다. 그녀는 극도로 장식이 배제된 신

13) 남소영, op. cit., p.19

시간적 공존

이질문화의 접목

장르간 결합

미니멀리즘

시간적 혼재

초현실주의

문화의 혼성

디자인

경향

선행

논문
초문화성

절제된 모더니즘

향수적 충만

거대환상

이국적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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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공간의

재해석

그녀는 기존과 새로운 것에 대한 연결고리 내에서 공간을 재해석

하였다.18) 즉, 디자인을 의뢰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가치, 관념

등 그 사람만의 철학과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본인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였으며, 공간 안에서도 건축, 구조 등 기존 것들과의 조화

를 중요시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 하였다.

절충주의

디자인

그녀는 사물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름에 어울림이 있다고 믿었으

며, 형태와 재료 그리고 색감도 변화하기에 한 가지에 충실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19) 그렇기에 그녀의 작업은 다중적인

성격을 띄면서 그 안에서 소통과 조화를 이루었다.

조화와

융합

옛것과 새로운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현지의 것과 외국 것 등 융

합이 자유로울수록 더욱 조화를 나타낼 것이라고 하였다.20) 이처럼

과거와 현재는 무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연스럽게 조화되고 융합

될 때 진정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일상적인

디자인

프렌치 다다이즘과 개념예술의 영향을 받아, 마르셀 뒤샹이 일상적인

오브젝트를 예술화 한 것처럼 사물을 진실되고 자유로운 시선으로 바

라보았을 때 비로소 고급스러움과 아름다움이 보인다고 강조 하였다.21)

즉,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예술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5> 안드레 푸트만의 디자인 철학

<그림 9> LA

chaux de fonds,

Suisse, 1988

<그림 10> Grande Arche De

LA Defense, Paris, 1989

<그림 11>

Anne Fontaine,

New York, 2008

<그림 7> Townhouse,

Paris, 2003

<그림 6> French Ministry

of Culture, Paris, 1984

<그림 8>

Arrondissement

Townhouse,

Paris, 2003

비로운 수도원에서의 경험이 공간 개념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회고하였다.14) 이처럼, 음악과 수도원에

서의 경험은 이후 디자인 작업에 있어 엄격한 구성과 절

제미, 리듬과 조화를 중요시하는 푸트만의 디자인 성향

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꼽히고 있다.15)

음악을 그만둔 후 그녀는 로엘(L’oeil), 엘르(Cahiers de

Elle) 등에서 기자와 편집 스타일리스트로 일을 하기 시

작하였다. 또한 크리에이터에 인더스트리엘르(Createurs

et Industiels)에 합류하면서 다양한 예술분야를 접목하여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는 작업들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실내 디자이너로 전환하게 된다. 본격적인 실내디자이너

로서의 작업은 1978년 에카르트 인터내셔널(Ecart

International)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호텔들과 유명디자이너들의 매장, 오피스 디자인 등을

통해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 푸트만은 정통 실내디자

인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절제되고 조화로운

디자인 세계를 구축하여, 1999년에는 뉴욕의 부룩클린

미술관에서 모더니즘 디자인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

다. 이처럼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통해 오히려 자유로운

개별성과 함께 조화를 중시하는 절충주의 디자이너

(eclectic designer)로 일컬어지기도 한다.16)

3.2. 안드레 푸트만의 디자인 철학

그녀는 공간을 디자인 할 때에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

법으로 작가, 뮤지션, 또는 감독이 되어 다양한 공간을

만든다.17) 이러한 그녀의 이야기 즉, 공간을 구성하는 디

자인 철학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14) 임여리, 안드레 푸트만의 실내공간에 나타난 오브제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가천대 석사논문, 2012, pp.5-6

15) 심은주, 권영걸, 안드레 퍼트먼의 디자인에 나타난 실내공간 요소

의 오브제화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5권 1

호 통권 54호, 2006, p.58

16) Stephane Gerschel, Putman Style, Assouline, 2007, p.168

17) Sophie Tasma-Anargyros, Andree Putman, Laurence King, 1993, pp.7-8

3.3. 안드레 푸트만의 실내공간 특성

안드레 푸트만은 공간 안에서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

하였다. 이 조화는 서로 비슷한 것일 수도 있고 전혀 다

른 것들일 수도 있으나 그녀만의 방법으로 공간을 해석,

변형하여 자연스러운 조화로움과 함께 독특한 구성을 만

들어 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녀의 실내공간 특성

을 디자인 배경과 철학, 그녀의 작품들을 토대로 재정리

하였으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 양식의 절충

기존 건물 구조나 양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

의 스타일로 공간을 디자인 하여 조화로운 공간으로 재

해석 하였다. <그림 6, 7>은 기존 아르데코적 성향이 강

한 프랑스 디자인 배경에 대비되는 절제된 디자인 형태

와 색감의 가구를 사용하였고, <그림 8>은 아르데코 양

식의 계단 레일과 전자식의 조명으로 이루어진 계단의

램프를 절충하여 조화를 이루었다.

(2) 대칭적 구성

공간의 한 부분을 대칭적으로 만들거나, 가구 등의 요

소들을 대칭적으로 배치하여 공간 안에서 자신만의 절제

된 질서와 규칙을 표현하였다. <그림 9, 10>은 공간을 같

은 패턴과 비율로 나누어 좌, 우 양측 벽면에 조명과 핸

드레일 등을 대칭적으로 구성하여 공간의 균형감을 주며,

<그림 11>은 천정의 원형 조명을 중심으로 같은 형태의

가구를 대칭적으로 배치하여 안정된 공간을 연출하였다.

18) Stephane Gerschel, op. cit., p.122

19) Ibid., p.168

20) Donald Albrecht, Andree Putman Complete Works, Random House

lnc, 2010, p.225

21) Ibid.,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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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French Ministry

of Education,

Paris, 2002

<그림 13> Pierre Herme,

Japan, 2000

<그림 14> L'initial,

Paris, 2013

<그림 15> Gildo Pastor

Center, Monaco, 1996

<그림 16> Ebel, New York, 1987

<그림 17> Penthouse, San

Sebastian, 2005

<그림 18> La

Bastide, Los

Angeles, 2002

<그림 19>

Penthouse,

Shanghai, 2004

<그림 20>

Penthouse, San

Sebastian. 2005

<그림 21>

Penthouse, Bruxelles 2008

<그림 22>

Air France,

Concorde, 1994

(3) 기하학적 구성

“기하학은 공간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명료하

고 순수한 결과물이다.”22)라는 푸트만의 말처럼 그녀의 공

간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 12, 13>에서 보여

지는 바닥과 벽면의 격자패턴과 격자조명, <그림 14>의

기하학 형태로 구성된 조명의 반복 등을 이용하여 공간의

연속성을 주는 동시에 시각적인 단조로움을 극복하였다.

(4) 조명을 이용한 오브제화

푸트만은 자연적인 빛의 공간 유입과 인위적인 빛을

이용하여 공간 안의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의 조형

적 요소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23) 즉, 조명을 이용한

오브제화이며, 이를 통해 실내 구성요소를 강조한다.

<그림 15>는 목걸이 형태를 착안한 디자인으로 반투

명한 계단을 조명 처리하여 공간감은 그대로 살리면서

기능적 요소를 조명을 이용하여 오브제화 하였고24) <그

림 16>은 리셉션을 구성하는 조명과 벽면의 사각 프레

임 사이로 비추어지는 빛을 이용하여 벽면 자체를 오브

제화하며 공간감을 극대화 하였다.

(5) 대비적 병치

상반되는 이질적인 소재와 색채를 결합하여 대비를 통

한 색다른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림 17>은 욕조가 놓

여진 바닥부분과 벽면은 바다색의 세라믹타일로 마감되

어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우드로 마감하여 재료와 색감

의 대비를 보여주며,25) <그림 18, 19>는 실외에 있어야

할 일상적인 자연적 소재를 비일상적인 실내로 끌어들여

22) Sophie Tasma-Anargyros, op. cit., p.13

23) Ibid., p.14

24) 심은주, 권영걸, op. cit., p.61

25) 임여리, op. cit., p.70

병치함으로써 극적인 공간을 연출하였다.

(6) 절제된 조형성

절제된 형태와 색상으로 공간을 디자인 하였고 전체적

으로 화려한 장식 보다는 기능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그

안에 장식적 요소를 가미했다.26) <그림 20, 21>은 절제된

직선의 구성만으로 이루어져 모던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기능성을 충족하며, <그림 22>는 무채색인 블랙, 화이트,

회색의 절제된 색상의 조합과 바닥의 직선으로 구성된 패

턴의 사용으로 단조롭지 않은 세련된 공간을 연출하였다.

3.4. 소결

안드레 푸트만의 디자인 배경, 철학, 작품들을 토대로 실

내공간 특성을 분석한 결과 디자인 양식의 절충, 대칭적

구성, 기하학적 구성, 조명을 이용한 오브제화, 대비적 병

치, 절제된 조형성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2장에서 도출된 디자인호텔 공용공간의 실내공간 특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그림 2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3> 디자인 호텔 공용공간과 안드레 푸트만의 실내공간 특성 관계

26) Donald Albrecht, op. cit., p.24

시간적 공존

이질문화의 접목

장르간 결합

미니멀리즘

시간적 혼재

초현실주의

문화의 혼성

디자인 호텔

공용공간의

실내공간 특성

디자인양식의 절충

대칭적 구성

기하학적 구성

조명을 이용한 오브제화

대비적 병치

절제된 조형성

안드레 푸트만의

실내공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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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ANS HOTEL

작품년도 1984 / 2008 위치 New York

구성 Lobby Lounge, Restaurant, Bar, 114 Rooms, Suites, Penthouse

작품개요

뉴욕 맨하튼 동쪽에 위치한 낡은 호텔이 1984년 모건스 호텔 그룹의 이안 슈레

거(Ian Schrager)와 스티브 루벨(Steve Rubell)의 요청으로 안드레 푸트만이 개

수, 모건스 호텔로 문을 열었다. 이후 2008년의 개수도 원 설계자인 안드레 푸

트만이 진행하였다. 이 호텔은 오랫동안 전해져온 호텔 양식인 전통적인 화려

함을 버리고 기존 호텔들에서 보지 못한 모던하면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편안

한 공간을 연출하였다. 모건스 호텔은 최초의 부티크 호텔로 세계적으로 많은

부티크 호텔 디자인을 위한 본보기가 되었다.

공간 이미지

실내공간 특성

디자인

양식의

절충

대칭적

구성

기하학적

구성

조명을

이용한

오브제화

대비적

병치

절제된

조형성

● ● ● ● ● ●

특성 내용

디자인

양식의

절충

외부는 웅장한 고전적 양식의 기둥과 라임스톤 마감의 파사드를

하고 있으나, 실내는 현대식의 대저택 개념을 지닌 편안한 느낌으

로 연출하면서 동시에 로비는 현대적인 이미지로 디자인하였다.

그녀는 실내공간에서 고전적인 대칭구조와 아르데코 운동에서의

하여 이에 따른 세부적 내용을 작성하였다.

<표 6> 사례 1

영감을 받은 모더니즘이라는 양식의 절충을 통하여 편안하면서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해결하였다.

대칭적

구성

로비의 프론트 입면과 측면의 출입구를 중심으로 한 아치창의 대

칭적인 구성으로 공간의 균형감과 동시에 질서를 표현 하였다.

기하학적

구성

로비 바닥의 기하학적 구성을 이룬 패턴들의 면의 중첩으로 2차

원적인 평면에 4차원적인 공간감과 연속성을 느낄 수 있으며, 반

복적으로 설치된 로비 벽면의 그리드 패턴으로 공간감을 극대화

시킨다.

조명을

이용한

오브제화

2008년 개조 작업 시, 로비 천정의 라이트쇼와 같은 추상적인 조

명을 설치, 전반적으로 간접 조명으로 이루어진 공간 안에서 그래

픽적 조명을 이용한 오브제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비적

병치

호텔 로비에 캐시미어와 가죽으로 된 값비싼 의자들과 비교적 값

싼 타일 바닥이나 저렴한 천과 직물을 공간 안에 함께 대비적으

로 병치시켜 이질적인 조화를 이루었다.

절제된

조형성

로비의 바닥 패턴은 면들의 중첩으로 인해 복잡한 형태로 보이나,

벽면의 그리드 패턴 등의 선적인 요소를 활용한 사각 패턴의 조

합으로 절제된 조형성을 표현하였다.

LELAC HOTEL

작품년도 1989 위치 Japan

구성 Lobby, Restaurant, Bar, 8 Rooms

작품개요

기존의 호텔을 더 호화스럽고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어 했던 일본 투자자들의

요청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초기에는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 후지 산의 절

경을 끼고 호수와 연결하여 디자인할 계획이었으나, 열악한 입지 조건으로 인

하여 외부환경으로 부터 철저히 차단한 호텔로 설계하였다. 낮에는 기하학적인

매스로 감싼 불투명한 건축물이나 밤에는 조명을 이용하여 투명한 건축물로 변

하게 하여 주변환경과 호텔의 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켜 표현하였다.

공간 이미지

실내공간 특성

디자인

양식의

절충

대칭적

구성

기하학적

구성

빛을

이용한

오브제화

대비적

병치

절제된

조형성

● ● ● ● ◯ ●

특성 내용

디자인

양식의

절충

호텔의 외관은 철제판을 사용하여 단순한 매스로 처리하였다. 이

러한 박스형태의 단순한 육면체의 구성을 통해 일본의 절제미를

강조하면서 브론즈 색상의 엔틱장식 주출입구로 유럽양식의 고풍

스러움과 우아함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일본과 유럽이라는 디자인

양식의 절충을 통해 일본에 위치한 공간을 유럽의 실내디자이너

가 디자인을 한 사례의 특수성을 표현하였다.

대칭적

구성

로비 출입구를 중심으로 바닥 중앙에 브론즈 스터드가 박힌 카페

트를 깔고 좌, 우 양측에 같은 형태의 벤치를 설치, 이와 같은 대

칭적 구성을 통해 공간의 균형감과 안정감을 표현하였다.

기하학적

구성

단순한 육면체 형태인 외관은 전체가 그리드 패턴으로 이루어져

기하학적 구성을 이루며, 로비 출입구와 레스토랑 천정에서도 단

순한 패턴 분할의 형태로 연속적으로 표현하여 공간의 균형감을

취하는 동시에 공간감을 극대화 하였다.

빛을

이용한

오브제화

호텔 출입구의 기하학적인 프레임 틈 사이로 유입되는 주간의 자

연광과 야간에 내부에서 발산하는 조명을 통해 공간의 오브제화를

연출하였다. 또한 레스토랑의 우유빛 유리파티션과 조명을 매입한

원형의 기둥 구조물로 조명으로 인한 오브제화를 시도하였다.

절제된

조형성

일본전통의 미적 가치인 절제미와 단순미를 고려하여, 외관은 단

순한 구조의 박스 형태로, 내부는 최소한의 마감재와 절제된 색상

과 장식 등으로 구성하여 절제된 조형미를 표현하였다.

<표 7> 사례 2

따라서 4장에서는 푸트만의 실내공간 특성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녀의 디자인 호텔 공용공간에 나타난 실내공

간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4. 안드레 푸트만의 디자인 호텔 공용공간에

나타난 실내공간 특성 사례분석

4.1. 사례선정 기준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안드레 푸트만의 디자인 호텔 공용공간의 사

례들을 분석하여 그녀의 실내공간 특성이 디자인 호텔 공

용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사례선정 기준은 푸트만이 실내디자이너로서 본격적인 활

동을 시작한 1980년대 이후 진행한 디자인 호텔 중 디자

인적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며 호텔의 이미지를 가장

크게 부각시키는 공용공간에서 그녀의 실내공간 특성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5곳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그녀

의 작품집과 저서를 비롯하여 관련 서적, 잡지, 인터넷사

이트, 인터뷰 기사 및 기타 참고문헌 등을 통하여 각 작품

의 도면 및 이미지를 수집하고 공간의 특성을 분석한다.

4.2. 사례분석

선정된 사례는 앞서 도출한 3.3. 안드레 푸트만의 실내

공간에 나타난 특성을 분석의 근거로 하며, 분석 키워드

의 특성을 연관성 높음(●)과 연관성 낮음(○)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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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ZCARLTON HOTEL

작품년도 2000 위치 Wolfsbourg

구성
Lobby, Lounge, Restaurant, Bar, Business center, Fitness,

174 Rooms, Suites

작품개요

볼프스부르크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폭스바겐(Volkswagen) 그룹의 요청으로 탄

생한 독일의 첫 리츠칼튼 체인이다. 호텔 외관은 건축가 군터 헨(Gunter Henn)

에 의해, 손님을 향한 포옹과 환영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닌 열려진 원의 형태

로 디자인 되었다. 실내공간을 맡은 푸트만은 건축에 호응하여 곡선을 강조한

형태를 사용하였고, 폭스바겐 그룹의 세련되고 기술적인 측면을 반영함과 동시

에 고상함과 우아함을 강조한 현대적인 공간으로 연출 하였다.

<표 9> 사례 4

도면 및 공간 이미지

실내공간 특성

디자인

양식의

절충

대칭적

구성

기하학적

구성

조명을

이용한

오브제화

대비적

병치

절제된

조형성

◯ ● ● ● ● ●

특성 내용

대칭적

구성

로비와 라운지에 설치된 벽체는 곡선의 형태로 좌, 우 대칭을 이

루며, 바닥과 천정에는 각각 같은 크기의 원형 카페트와 천정 구

조물을 설치하여 대칭적 구성을 이룬다. 또한 이러한 구조에 맞는

가구를 대칭적으로 배치, 균형있고 안정적인 공간으로 디자인하였

다.

기하학적

구성

리셉션데스크, 로비, 레스토랑의 벽체는 직사각 형태의 패턴으로

기하학적 구성을 이루며, 세로 방향으로의 직사각형 패턴 분할로

시각적인 확장성과 동시에 공간감을 표현 하였다. 또한 레스토랑

벽면의 서로 다른 크기의 사각패턴 구성은 장식적 요소로도 사용

하였다.

조명을

이용한

오브제화

조명이 내장된 리셉션 벽체와 리셉션 데스크 틈 사이로 투사되는

조명은 포인트 요소로서 오브제와 같은 역할을 하며, 로비 기둥과

레스토랑의 오버스케일 조형물 또한 공간분할과 동시에 오브제와

같은 상징적 역할을 한다.

대비적

병치

전반적으로 따뜻한 톤으로 이루어진 우아한 분위기의 공간이지만

고가의 소재와 흔한 소재, 광택 있는 실크와 거친 마감 등의 상반

되는 이질적인 소재와 색채를 결합하여 대비를 통한 색다른 분위

기를 조성하였다.

절제된

조형성

건축에 호응하여 전체적으로 곡선을 사용한 부드러운 분위기로

디자인하였으나, 내부 구성 요소들은 단순한 형태와 마감으로 절

제된 조형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PERSHINGHALL HOTEL

작품년도 2001 위치 Paris

구성 Lobby, Lounge, Restaurant, Bar, Fitness, Spa, 36 Rooms, Suite

작품개요

19세기 말의 건축물로 개인 주택이지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국 원정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존 조지프 퍼싱(John Joseph

Pershing)의 본부로, 이후에는 미국재향군인회의 본부로 사용되었으며, 건축물의

외관만 보존되었던 곳을 푸트만이 맡아 퍼싱홀 호텔로 개조하였다. 그녀는 특

이하면서도 의미 깊은 외관과 구조를 유지하면서 패트릭 블랑(Patrick Blanc)과

협력, 중정의 벽면에 설치한 버티컬 가든으로 특징적인 공간으로 연출하였다.

공간 이미지

<표 10> 사례 5

SHERATON HOTEL

작품년도 1994 위치 Roissy

구성 Lobby, Restaurant, Bar, 254 Rooms, Suites

작품개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 2번 터미널에 위치한 로이시 쉐라톤 호텔은 이동 중에 잠

시 머물기도 하는 이동형 숙박시설로서 마치 쉼터와 같은 곳이다. 프랑스 건축

가 폴 앙드로(Paul Andreu)가 날렵한 항공기처럼 설계한 호텔은 외부에서 바라

보았을 때 마치 바다의 수평선을 따라 세워진 것 같이 보인다. 푸트만은 호텔의

실내공간을 어둠 속에 떠다니며 빛을 발하고 있는 유리 함선을 상상하며 디자인

하였다. 이러한 개념으로 설계된 쉐라톤 호텔은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명소가 되

었으며, 호텔의 위치도 성공적인 랜드마크가 되는데 한몫을 하였다.

도면 및 공간 이미지

실내공간 특성

디자인

양식의

절충

대칭적

구성

기하학적

구성

조명을

이용한

오브제화

대비적

병치

절제된

조형성

◯ ● ● ● ● ●

특성 내용

대칭적

구성

실내공간 아트리움 중앙부에 외관과 같은 날렵한 형태의 구조물

을 설치, 이것을 중심으로 양쪽에 객실을 대칭적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로비에도 같은 형태의 거대한 조형물을 중앙에 배치하여 공

간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공간에 균형감을 부여하였다.

기하학적

구성

가로, 세로의 연속적으로 반복된 격자 패턴으로 구성된 로비의 거

대한 조형물은 기하학적 구성의 반복으로 크기를 더욱 강조하며

공간감을 극대화 하고, 리셉션 벽면과 천정, 홀의 원형구조물에도

표현하여, 공간의 연속성과 함께 질서있고 균형감 있는 공간을 연

출하였다.

조명을

이용한

오브제화

로비에 설치된 조명이 내장된 거대한 오브제 같은 조형물은 각종

설비들을 감추는 기능으로 하나의 조명기구이면서 오브제 역할을

하며, 조명으로 인해 더욱 부각되어 보이는 오버스케일의 조형물

은 공감각적 충격과 동시에 실내공간을 차별화 하였다.

대비적

병치

전반적으로 화려한 톤의 공간이지만, 라운지와 같은 휴식의 공간

에서는 포인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반되는 이질적인 소재와

색채를 결합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절제된

조형성

유기적인 형태의 오버스케일 조명 오브제를 사용하였지만, 회의실

이나 레스토랑 등 전반적인 부분은 단순한 형태의 가구와 어두운

톤의 절제된 분위기로 디자인하였다.

<표 8> 사례 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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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간 특성

디자인

양식의

절충

대칭적

구성

기하학적

구성

조명을

이용한

오브제화

대비적

병치

절제된

조형성

● ◯ ● ● ● ◯

특성 내용

디자인

양식의

절충

기존 건축물 구조가 유지된 호텔의 리셉션 공간은 계단 난간의

클래식한 패턴과 벽면의 몰딩에서 아르데코의 화려한 성향이 강

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공간을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단색으로

깔끔하게 마감하고, 저채도의 브라운 색상인 현대적인 가구를 함

께 배치, 고전과 현대적인 디자인 양식의 절충을 통한 대비적인

조화를 이루었다.

기하학적

구성

레스토랑의 벽면은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형태를 여러 가지 크

기로 조합한 패턴의 기하학적 구성으로 연출 하였다. 이러한 사각

패턴의 구성은 레스토랑 상부에 오버스케일로 설치, 장식적 요소

로 연출하였으며, 바 벽면과 카운터에는 정사각형의 격자 패턴으

로 구성, 공간 안의 하나의 조형물로 표현하였다.

조명을

이용한

오브제화

레스토랑과 바 벽면의 구성된 패턴 틈새 사이로 내부에 설치된

조명을 비추어 벽면 자체를 오브제화 하였다. 또한 바 테이블에

조명을 매입, 상징적인 조형물로 표현 하였으며 레스토랑 실내 전

체의 칼라조명과 공간으로 유입되는 자연채광이 부드럽게 혼합된

독특한 공간으로 연출하였다.

대비적

병치

레스토랑 정중앙 한쪽 벽면 전체에 식물을 이용한 버티컬 가든을

설치하였다. 예술가 패트릭 블랑과의 협력 작업으로 이루어진 식

물을 이용한 살아있는 벽은 실외에 있어야 할 일상적인 자연적

요소인 식물을 도입, 비일상적인 공간에 병치함으로써 극적인 공

간을 연출 하였다. 또한 로비 홀에도 자연물과 함께 유리로 만들

어진 모조진주 커튼을 설치하여 대비적 조화를 이루었다.

4.3. 사례분석 종합

실내공간 특성 1 2 3 4 5

디자인 양식의 절충 ● ● ◯ ◯ ●

대칭적 구성 ● ● ● ● ◯

기하학적 구성 ● ● ● ● ●

조명을 이용한 오브제화 ● ● ● ● ●

대비적 병치 ● ◯ ● ● ●

절제된 조형성 ● ● ● ● ◯

<표 11> 사례분석 종합 표

사례분석 결과 <표 11>과 같이 대칭적 구성, 기하학

적 구성, 조명을 이용한 오브제화, 대비적 병치, 절제된

조형성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디자인 양

식의 절충은 일부 작품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안드레 푸트만은 디자인 호텔 공용

공간을 계획하면서 고전에서 영향을 받은 대칭적 구성,

모더니즘에서 영향을 받은 기하학적 구성과 절제된 조형

성, 호텔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조명을 이용한 오브제화,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는 대비적 병치나 디자인 양식의

절충이 그녀의 작품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5. 결론

안드레 푸트만의 디자인호텔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실

내공간에 나타나고 있는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 양식의 절충을 통한 공간의 재해석은 그

녀가 영향을 받은 아르데코와 현대적인 디자인을 절충하

는 방식으로 표현되었으며 후반에는 그 특성이 부각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대칭적 구성을 통한 균형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

는 특성은 공간 자체를 대칭적으로 구성하거나, 가구나

조명 등의 요소들을 대칭적으로 배치하여 절제된 균형감

을 공간에 표현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기하학적 구성을 통한 공간의 규율과 질서 표현

은 단순한 사각 형태의 격자무늬 패턴을 반복적으로 사

용하거나, 사각패턴의 형태와 크기를 변형하여 공간을

구성하며 시각적 단조로움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일관되

게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조명을 이용한 오브제화를 통해 실내구성 요소를

강조하는 특성으로 초현실적인 특성과도 연결할 수 있다.

그녀는 자연적인 빛을 공간으로 유입하거나 인공 조명을

삽입한 오브제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로 공간을 새

롭게 느끼게 하는 특성으로 꾸준히 표현하고 있다.

다섯째, 대비적 병치를 통한 공간의 이질적인 조화를

이루는 특성은 고가의 소재와 흔한 소재, 상반되는 재질

과 색채의 병치, 식물과 같은 실외적 요소의 실내공간

배치 등으로 표현하는 특성으로 비교적 다수의 작품에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절제된 조형성으로 간결하지만 고급스러운 공

간을 연출하는 방식은 에일린 그레이나 말렛 스티븐스와

같이 아르데코 디자이너이지만 근대적 성향이 나타나는

디자이너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녀가 비교적 일관되

게 표현하는 특성이며 근대의 미학을 극대화한 미니멀리

즘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안드레 푸트만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세계를 구

축, 모던하지만 조명과 재료 등의 요소들을 이용하여 단

조롭지 않은 절제되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디자인 호텔

공용공간을 디자인하였다. 이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다양성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디자인 호텔이 무조건 화려

한 극적인 공간 연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

대적인 절제된 감각과 부분적으로 초현실적 분위기를 가

미한 디자인 방식으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디자인 호텔의 공용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새로운 접근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

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유럽과 같이 소규모

의 디자인 호텔이 감각적으로 재탄생되어 활성화가 이루

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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