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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성급 호텔 입면디자인의 시지각적 지원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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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ffordance of façade design by extracting analysis elements of affordance

in façade design domestic five-star hotel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8 domestic five-star hotels; we

selected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as methodology. The analysis elements included mass forms, exterior

colors, window frame patterns, exterior characteristics, and door types based on the visual perception factors of

façade design from the concept of affordanc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ass forms

were divided into stackable, integral, and connection types, and stackable type was most frequent. Second,

exterior colors were divided into achromatic, red, yellow, and opaque color parts, and the achromatic parts were

most frequent. Third, the window frame patterns were divided into grid, irregular, full, horizontal, and vertical

windows, and grid windows were most frequent. Fourth, the exterior characteristics were divided into formative

mass, horizontal partition, design contrast, tiled roof, and facility connection, and the formative mass was most

frequent. Fifth, the door types were divided into porch, piloti, and wall type, and porch was most frequ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façade design elements such as mass forms, exterior colors, window frame

patterns, exterior characteristics, and door types intentionally contained affor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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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으로 인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여가문화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

지고 있으며 특히 관광산업은 여가생활의 핵심이면서 국

가정책의 주요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관광산업의 핵

심적인 매개체 중 하나인 호텔건축은 1988년 서울 올림

픽을 개최한 이후 2000년의 ASEM, 2002년의 하계유니

버시아드, 월드컵 개최 등 2000년대에 급증하는 국제교

류를 통해 사회적 공공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호텔 이용객의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숙박중심의

공간계획에서 연회, 식음료, 레저시설 등의 공간계획을

통해 호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커뮤니

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호텔이 제공하는 문화

공간과 각종 시설들이 대중화되면서 호텔에 대한 일반인

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어 호텔의 역할이 확대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bongae@jejunu.ac.kr

이와 같이 호텔이 숙박시설을 뛰어넘어 여가 및 문화

시설로 정착되면서 시설 규모 및 서비스 측면의 질적 향

상을 위해 경영, 컨벤션,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

를 보이고 있으며, 건축계획 분야에서도 건축재료 및 시

공기술의 발달과 함께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대건축은 인간과 디자인의 소통을 기본으로 하

고 있으며,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편리함을 추구하

는 1차원적 접근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

게 지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심리

학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심리학적 접근방법의 하나인 시지각적 지원성

(affordance)을 활용하여 입면디자인의 특성을 규명하고

자 한다.

한편 건축계획 가운데 입면은 외부공간에서 건축물을

인지하는 최초의 시지각적 단서1)로 내부의 계획을 반영

1) 박성진, 임경희, 이청웅, 도시 가로경관에서 건축물 입면구성 유형

과 색채특성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중심지미관지구의 가로변

건축물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2권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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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가로공간에서 수직면에 형성하여 가로경관을 구성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각적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

행되어온 호텔과 입면계획에 대한 연구는 수도권이나 특

정 지역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최근 신축된 호텔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여 호텔건축의 입면디자인 특성을 파

악하기 어려우며, 외부에서 호텔건축을 인지하는 시지각

적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 5성급 호텔의 현황과 호텔

입면디자인의 시지각적 지원성을 분석하여 향후 신축 및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호텔건축에 있어서 시지각적 지원

성 향상을 위한 계획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호텔건축계획

국내 관광산업은 1960년대부터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의

하나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호텔

건축물들이 건립되었고, 최근 호텔건축물은 많은 국제행

사들을 개최하면서 규모, 서비스 및 운영측면에 이르기

까지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그림 1>은 국내 5성급 호텔 및 객실공급추이2)를 나

타낸 것이다. 1961년 관광사업진흥법이 제정 및 공포되

고, 1967년부터 1976년까지 이어진 제1, 2,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관광산업

이 국가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채택되면서 호텔산업이 도

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말부터 이어진 1차, 2차

석유파동과 10.26사건으로 인해 국내경제가 불안해지면

서 호텔산업이 침체되었으나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

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폐쇄적인 국가이미지를 탈피하

려는 노력과 함께 국내 관광산업이 활기를 띠고 관광호

텔의 증가율도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국내경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었으나 일본인 관광객 증가와 1998년 중국인의 해외여행

자유화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01년 ASEM정상회의, 2002년 월드컵과 하계유니버시

아드대회, 2010 G20정상회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

회,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등 많은 국제적 회의 및 대

회 유치로 인해 신축호텔이 증가하면서 호텔의 규모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호텔건축과 관련된 연구초기는 형태 및 구성, 면적 산

출, 프로그래밍에 대한 제한적인 주제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전통성, 공간구조, 감성연구, 리모델링

2006, p.201

2) 주장건, 호텔건축계획, 세진사, 1999, p.15; 이창노, 도시호텔 공용부

문의 공간구성유형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2004, p.1; 문화

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관광통계자료를 참고로 재구성함

평가, 피난성능평가, 마케팅, 조명연출 등 다양한 시각에

서 보다 세분화된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 국내 호텔건축

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완만한 성장, 중국인 관광객의

해외여행 증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호텔건축

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림 1> 국내 관광호텔 및 객실 공급추이

우리나라 호텔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과 관

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공중위생관

리법 제2조2항에서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

하며, 관광진흥법 제3조2항에서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

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호텔업의 종류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

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으로 재구분하

고 있다. 관광호텔은 객실규모와 부대시설 등에 따라 등

급을 나누는데, <표 1>과 같이 2015년을 기준으로 무궁

화등급결정제도에서 별등급결정제도로 변경되었다.

구분 별등급제도 무궁화등급제도

적용기간 2015.1.1부터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등급체계

5성급 특1급

4성급 특2급

3성급 1급

2성급 2급

1성급 3급

평가방식 현장 및 암행평가 현장평가

평가기준 등급별 기준마련 동일 기준의 점수

* 호텔업등급결정사업 홈페이지(http://www.hotelrating.or.kr)를 참고로 작성됨

<표 1> 호텔업 등급결정제도
*

2.2. 어포던스(Affordance)의 이해

공간의 지각과 인지는 인간이 공간환경이 제공하는 정

보의 획득과 활용방법에 대한 접근에 따라 여러 관점으

로 발전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생태지각론과 인

지생태론이 대립적 관점을 취하고 있었으나 생태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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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임스 깁슨(James J. Gibson)에 의해 어포던스

(affodance)의 개념과 인지과학의 상호보완적 결합으로

인지생태론이 대두되었다3). 어포던스는 사전적으로는 정

의되지 않았으나 ‘지원하다(afford)’에서 유래한 것으로

행동유도성, 행태지원, 지원성 등 여러 용어들로 번역4)되

고 있다.

어포던스는 인지심리학, 산업디자인, 인터렉션 디자인,

환경 심리학, 인공지능학 분야에서 환경과 지각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제임스

깁슨은 1979년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에서 어포던스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인간이 행동하는데 환경을 통해 지각된 기능적 속

성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간디자인은 공간과 그 공

간에서 생활하는 인간에 적합한 심리적, 생태적 관계생

성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5). 또한 환경의

각 특징들인 표면(Surface), 가장자리(Edges), 물체

(Objects), 미디움(Medium), 사건(Events), 실체(Substa-

es), 움직이는 물체(Animate Objects)는 어포던스를 갖고

있으며, 시각, 촉각, 청각의 불변적 특성, 정보에 기초한

다고 하였다6). 뒤이어 어포던스를 연구한 인지심리학자

도널드 노먼(Donald Norman)은 1988년 The Psychology

of Everyday Things에서 지각된 어포던스(Perceived

Affordence)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노먼에 의하면 어포던

스란 사물의 지각된 특성 또는 사물이 갖고 있는 실제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

느냐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속성을 말한다7). 디자인분야

는 순수 예술과는 다르게 작품 자체를 즐기기보다 관심

을 유도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는 결과물이므로 디자인분

야에서 어포던스는 인간과 환경의 의도된 상호관계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건축 및 실내디자인의 경우 특정한 환

경 안에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므로 의도된 어

포던스(Purposed Affordance)라고 할 수 있다.

3) 김주미, 공간디자인의 인지생태론적 요인과 비선형구조, 홍익대 박

사논문, 2004, p.16

4) 행동유도성: Donald A. N., Things That Makes Us Smart, 생각

있는 디자인, 인지공학심리연구회 역, 2쇄, 학지사, 서울, 2002

행태지원:　송영민, 최익서, 노인 복지시설의 행태지원 환경색채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3권 제3호, pp.175-184,

2011; 서지은, 주거공간에서의 행태지원을 위한 조명계획에 관한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2007

지원성:　김대익, 이을규, 공공건축물 외부공간의 지원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6권 10호, pp.11-20, 2000; 송정화, 임

채진, 어린이 박물관 시지각적 지원성향상을 위한 주제영역별 색

채이미지 팔레트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8권 제3호,

pp.81-91, 2012; 김수진, 건축공간의 경험구조로서 지원성 적용 연

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3권 6호, pp.48-56, 2004

5) 서지은, 정지석, 이정호, 거실공간에서 거주자 행태와 공간지각을

고려한 조명위치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2권 제12호, 2006,

pp.57-66

6) 권영걸 외 40인, 공간디자인의 언어, 날마다, 서울, 2011, p.56

7) Donald A. N., The Psychology of Everyday Things, 디자인과 인

간심리, 이창우 외 2 역, 초판, 학지사, 서울, 1996, p.24

깁슨에 의하면 어포던스는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속

에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특징이며, 환경의 좋고 나쁨

에 관계없이 인간에게 제공(affers)하는 것8)으로 정의하

고 있다. 또한 노만에 의하면 어포던스는 인간이 어포던

스를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단서를 제공받으며, 환경을

더욱 쉽게 인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능적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어포던스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공간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지원정보

이다. 인간의 반응은 공간의 성격에 따라 변화되는 환경

정보에 의해 달라지며 공간지각 요소들 중에서 특히 시

지각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생활환경에서의 시지각 요소

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의도적인 어포던스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포던스의 개념을

의도된 공간환경이 지원하는 시지각적 정보로 정의하고,

상업건축물의 의도된 어포던스 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

호텔건축의 입면디자인 특성을 시지각적 지원성으로 설

명하고자 한다.

2.3. 입면디자인

입면디자인의 견해로 루이스 설리반(Louis Sullivan)

‘외관은 내부의 목적을 반영한다’고 하였고, 르 꼬르뷔지

에(Le Corbusier)도 ‘평면은 내부에서 외부로 결정된다.

외부는 내부의 결과이다’라고 표현9)하고 있으며, 건축가

들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입면디자인과

내부는 상호관련이 깊다. 또한 현대건축에서 입면은 건

물디자인의 표현수단10)이고 건물의 형태 중에서 입면구

성은 건물의 얼굴11)이므로 같은 크기의 부피량을 가진

건물도 입면의 처리방법에 따라서 다른 얼굴을 갖게 된

다. 건물의 입면은 가로의 수직면을 형성하여 경관적 시

각정보를 가장 많이 전달하는 요소이다. 또한 건축물의

입면형태는 내부의 평면구성이나 각 실의 기능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내부로 빛을 받아들이고 외부로 시

각적 개방성을 만들어내는 개구부처리는 건축물 외형형

태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집

합주거는 유사한 평면을 갖는 단위세대의 수직, 수평적

인 중첩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요소

들의 반복이 입면에서 일관성과 통일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형태적, 구성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위계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는 건축물의 입면에 성격을 부여하고, 외

8) James J. G.,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Taylor

& Francis, Newyork, p.119

9) Robert V.,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 임창복 역, 초판, 동녘, 서울, 2004, p.181

10) 조종수, 전종찬,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물 입면 디자인 특성 비교분

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7권 제10호, 2011, p.200

11) 유주형, 도시가로경관에 대한 유형형태학적 연구: 군산시를 사례연

구로 하여, 서울시립대 박사논문, 2002,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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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간에 질서를 만들어낸다12). 따라서 건축의 입면은 외

부환경에서 공간이용자가 건물을 인지하는 첫 번째 요소

이면서 내부의 기능과 건물의 성격이 표현되는 장치로 건

축계획의 초기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입면디자인 관련 선행연구로는

상업건축물의 입면 연구(여준기 외 2인, 2002; 박현수 외

3인, 2006), 호텔의 입면 연구(남기봉, 2003 이정림 외2인

2009), 가로변 건축물의 입면 연구(박성진 외 2인, 2006),

초고층 복합건축물의 입면 연구(조종수, 정종찬, 2011),

집합주거의입면 연구(석정호, 2013) 등이 있다. 입면디자

인 관련 선행연구 중에서 호텔건축의 입면연구는 남기봉

과 이정림 외2인의 연구가 있으나 일부 지역의 부분적인

연구로 호텔건축물의 입면디자인 특성으로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시지각적 지원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의 입면디자인 요소를 통해 연구에 적

합한 입면디자인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표 2>는 입

면계획 관련 선행연구 중에서 입면디자인 요소를 추출한

것으로 볼륨과 매스 등의 형태적 요소, 창호와 현관 등

의 개구부 요소, 색채와 외부재료 등의 의장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연구자 연구대상 입면디자인 요소

여준기

외 2인
상업건축물

Ÿ형태와 볼륨
Ÿ입면의 조형성과 패턴
Ÿ외부 창호형태
Ÿ외장재와 장식의 부가적 요소

남기봉 도시호텔 Ÿ창호형태: 외벽형, 창호형

박성진

외 2인

중심미관지구

건축물

Ÿ건축물의 종류
Ÿ입면형태요소: 입면높이, 의장요소 등

이정림

외 2인
호텔

Ÿ외형외피적 요소: 입면유형, 지붕유형, 현관유형
Ÿ장식마감요소: 표면형상, 외벽마감재료, 색채계열

석정호 집합주거

Ÿ볼륨/매스 처리방식
Ÿ개구부의 계획: 창 및 발코니
Ÿ재료 및 색채의 사용

<표 2> 선행연구의 입면디자인 요소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통해 논제들의

타당성을 정립하였고, 입면디자인의 시지각적 지원성 요

소를 도출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국내 5성급 호텔의 현

황을 파악하고 분석지표를 기준으로 입면계획에 대한 실

증적 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유

형분석을 실시하여 호텔 입면계획의 유형별 특성을 도출

하였고, 기술통계분석으로 국내 5성급 호텔의 현황과 유

형을 비교분석 하였다.

12) 석정호, 파리 집합주거 입면계획 경향에 관한 연구: 2011년 파리

집합주거 공모전 당선작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3권

제5호, 2013, p.22

<그림 2> 연구모형

연구대상은 관광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호텔 건축

물로, 특히 등급심사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시설 규모 및

서비스의 질이 안정적인 국내 최상위등급의 호텔을 대상

으로 하였다. 현재 국내 관광호텔은 국제기준의 호텔등

급표시를 위해 관광진흥법 제22조의 호텔등급제도의 개

정(2014. 9.11)하여 별등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시

적으로 구 무궁화등급제도와 혼용하고 있어, 이 연구에

서는 두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특1등급 관광호텔과

5성급호텔의 용어를 5성급호텔로 통일하였다.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2014년 8월에 고시한 국내 숙박시설 자료에

의하면 전체 관광호텔 837개가 있으며 이 가운데 5성급

호텔은 88개소가 있다.

<그림 3> 연도별 5성급 호텔의 분포 및 구성비율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조사된 국내 호텔은 <그림

2>와 같이 총 837개이며, 이 중 5성급 호텔은 88개소로

9.5%의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호텔수는 매년 증

가하고 있으나 5성급 호텔의 비율은 2006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국내에 분포하고 있는 5성급 호텔의 건축 현황을 지

역, 등록시기, 호텔성격, 객실규모, 층규모로 구분하면

<표 3>과 같다. 첫째, 지역은 광역자치구분에 따라 특별

시, 광역시, 자치도, 도별로 세분하였고 특별시가 26개소

(29.5%)로 가장 많다. 둘째, 등록시기는 1960∼1970년대

를 호텔의 태동기, 1980∼1990년대를 호텔의 정착기,

2000년대 이후를 호텔의 확산기로 세분하였고 확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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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소(50.0%)로 가장 많다. 셋째, 호텔성격은 시티호텔

과 리조트호텔로 세분하였다. 호텔은 위치에 따라 시티

호텔과 리조트호텔로 구분되며, 시티호텔은 일반여행자

의 단기간 체재나 도시민의 사교적 집회 및 연회 등의

장소로 이용되고, 리조트호텔은 피서와 휴양을 위주로

산, 바다, 호수, 고원 등 관광지의 넓은 대지에 다양한

시설을 운영한다13). 이를 기준으로 볼 때 국내 5성급 호

텔은 시티호텔이 52개소(59.1%)로 가장 많다. 넷째, 객실

규모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객실수에 따라 200실 이하는

소규모객실, 201∼500실은 중규모, 501실 이상은 대규모

객실로 세분14)하였고 국내 5성급 호텔의 객실규모는 201

∼500실의 중규모가 59개소(67.0%)가 가장 많다. 다섯째,

층규모는 국내 건축 관련법 및 규정을 기준으로 4층 이

하의 저층, 5∼10층의 중층, 11∼30층의 고층, 31층 이상

의 고층으로 세분하였고 11∼30층의 고층규모가 48개소

(54.5%)로 가장 많다.

구분 빈도(%)

지역

특별시 26(29.5)

광역시 22(25.0)

자치도 15(17.0)

도 25(28.4)

등록시기

태동기 16(18.2)

정착기 28(31.8)

확산기 44(50.0)

호텔성격
시티호텔 52(59.1)

리조트호텔 36(40.9)

객실규모

소규모 16(18.2)

중규모 59(67.0)

대규모 13(14.8)

층규모

저층 5(5.7)

중층 28(31.8)

고층 48(54.5)

초고층 7(8.0)

<표 3> 조사대상 5성급 호텔의 건축현황

3.2. 입면디자인의 시지각적 지원성 요소

어포던스의 개념에서 보면 3차원의 공간구조는 불투명

한 표면의 특성, 표면의 윤곽선 및 가장자리에 의해 시

각정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점, 선, 면과 같은 요소보다는

전체 공간형식을 구성하는 불투명하고 막힌 표면의 배열

원리와 같은 통사구조, 질감, 색상, 조명이 결정적으로

지각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5). 따라서 시지각적

지원은 인간의 감각기관에 의지하여 제공받으며 이러한

정보는 인지적인 지원과 함께 물리적인 기능을 지원하기

도 하며, 디자인의 조형성을 극대화시키는 감각적 지원

성을 내포한다. 또한 인간이 외부세계를 인식하고 환경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감각기관이 제공하

13) 안영배 외 4인, 건축계획론, 2009, p.458

14) 이세훈, 호텔건축의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

사논문, 2002; 김덕환, 호텔 객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2001을 참고로 설정함

15) 권영걸 외 40인, 전게서, p.61

는 정보 때문이며, 이러한 정보 중에서 시각이 80%16)를

차지하고 있어 시각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건축에서 시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대부분 디

자인, 조형적 요소들과 관계가 있으며 내부공간과 외부

공간에 따라 자극받는 요소들의 위계가 달라진다. 내부

공간은 빛(색채와 조명)이 인지되고 빛에 의한 질감과

패턴이 지각되며 가구나 소품 등의 장식적인 요소들에

따라 방향감과 스케일감이 느껴진다. 이에 반해 건축물

의 외부는 높이와 볼륨감에 의한 형태가 먼저 인지되고

이후 색채와 패턴이 지각되며 기타 의장적인 요소들이

변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건축공간의 시지각적

지원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외부의 디자인요소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외부의

입면디자인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해 분석된 입면디자인요소는 크게 형태,

개구부, 의장요소로 구분되고, 형태는 매스유형와 지붕유

형, 개구부는 창문과 출입구, 의장요소는 색채와 재료로

세분화된다. 건축공간에서 시지각적 지원성을 위해 제공

하는 시각정보는 표면과 가장자리의 특성으로 선행연

구17)와 시지각적 지원성의 연구결과를 통해 <표 4>와

같은 분석기준이 도출되었다.

분석 요소 분석기준

매스형태 호텔의 윤곽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성

외관색채
주출입구가 있는 입면을 기준으로 이미지자료를 활용하여

육안측색

창문패턴 객실층을 기준으로 외부에 표현되는 일정한 패턴

외관특성 호텔건축의 표면특징이 크게 부각되는 디자인 특성

출입구형태 주출입구를 형성하는 볼륨의 형태

<표 4> 입면디자인의 시지각적 지원성 분석 기준

입면디자인의 시지각적 지원성요소는 시각적 자극의

순서에 따라 매스형태, 외관색채, 창문패턴, 외관특성, 출

입구형태로 구분된다. 각 요소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매

스형태는 호텔의 윤곽을 인지할 수 있는 형태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외관색채는 5성급 호텔의 주출입구가 있

는 입면을 기준으로 이미지자료를 활용하여 육안 측색하

였고, 창문패턴은 객실층을 기준으로 외부에 표현되는

일정한 패턴의 리듬감에 따라 분류하여 시지각적 지원성

16) 문은배, 색채디자인교과서, 안그라픽스, 2011, p.18

17) 여준기 외 2인, 도심지 상업건축물 외부 리노베이션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8권7호, 2002, pp.11-18;

남기봉, 도시 호텔의 입면형태구성에 관한 연구, 동신대논문집 13

권, 2003, pp.1-15; 박성진 외 2인, 도시 가로경관에서 건축물 입면

구성 유형과 색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

22권 6호, 2006, pp.201-208; 박현수 외 3인, 시각감성언어를 이용

한 가변형 건축입면형태 디자인방법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

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2권 9호, 2006, pp.83-90; 이정림 외 2인, 호

텔 진입공간의 구성요소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0권 4호, 2009, pp.1-9; 조종수, 전종찬,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물

입면디자인 특성 비교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7권 10

호, 2011, pp.199-207; 석정호, 파리 집합주거 입면계획 경향에 관

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4권 5호, 2013,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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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였다. 또한 외관특성은 사례조사 과정에서 매

스, 창문패턴, 외관색채 외에 호텔건축의 입면특징이 크

게 부각되는 디자인 특성에 대한 것으로 분류하고, 출입

구유형은 주출입구를 형성하는 수평적 볼륨의 형태에 따

라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사례조사와 유형분

석을 통해 인지적, 기능적, 감각적 정보로 구분되는 시지

각적 지원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4. 입면디자인의 시지각적 지원성 분석

4.1. 매스형태

호텔은 숙박시설 이외에 식음료, 연회, 레저스포츠 등

부대시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규모가 복잡해지면서 매

스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매스형태만으로는

외부에서 호텔을 인지하는데 있어서 매스형태로는 호텔

성격을 파악하는 시지각적 지원성이 미비하다. 기본적으

로 호텔건축은 주 출입구가 위치한 지상층, 객실이 밀집

된 중간층, VIP라운지 등이 있는 최상층으로 구분되며

이들을 구성하는 매스에 의해 형태적 특징이 나타난다.

유형 일체형 연결형 중첩형

개념도

빈도(%) 11(12.5) 5(5.7) 72(81.8)

특징
매스가 하나로 일체

된 단일매스의 형태

둘 이상의 매스가 통

로를 통래 연결

여러 규모의 매스들

이 중첩된 형태

대표

사례

서울PN 서울RK 부산HG

<표 5> 매스형태 유형

조사대상 호텔의 매스형태는 <표 5>와 같이 중첩형

(72개소, 81.8%)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이 일체

형(11개소, 12.5%), 연결형(5개소, 5.7%) 순으로 나타났

다. 중첩형은 서로 다른 규모와 형태의 매스들이 중첩되

어 있으며 형태의 구성방식을 통해 다양한 기능의 공간

들이 복합되어 인지적 지원과 기능적 정보를 지원한다.

일체형은 각 층을 이루는 매스들이 일체화되어 하나의

볼륨으로 구성된 단일매스이다. 연결형은 서로 다른 규

모의 매스가 브릿지, 아케이드 등의 매개공간을 통해 서

로 연결된 형태이며 인지적 지원정보를 표현한다. 두 볼

륨의 매스는 공간의 성격을 구분 짓기 보다는 호텔의 규

모가 확장되어 본관과 연결을 하거나 다른 복합시설과의

연결로 인해 나타난 형태이다.

건축현황에 따른 매스형태는 <표 6>과 같다. 지역에

서 중첩형은 도, 특별시의 순으로 나타나고 일체형은 특

별시, 도의 순으로 나타나며, 연결형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의 시 지역에 집중되었다. 등록시기에서 중첩형과 일

체형은 확산기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고, 연결형은 정착

기 이후 급감하였다. 호텔성격에서 중첩형과 일체형은

시티호텔과 리조트호텔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연결형은 시티호텔이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객실규모에서 중첩형과 일체형은 중규모에 편중되어 있

으나 연결형은 중규모와 대규모에 분포하고 있다. 층규

모에서 중첩형은 중층과 고층에 집중되고, 일체형은 고

층 이하, 연결형은 중층 이상에 분포하고 있다.

구분
일체형 연결형 중첩형 합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특별시 5(5.7) 3(3.4) 18(20.5) 26(29.5)

광역시 2(2.3) 2(2.3) 18(20.5) 22(25.0)

자치도 1(1.1) 0(0.0) 14(15.9) 15(17.0)

도 3(3.4) 0(0.0) 22(25.0) 25(28.4)

태동기 2(2.3) 2(2.3) 12(13.6) 16(18.2)

정착기 3(3.4) 3(3.4) 22(25.0) 28(31.8)

확산기 6(6.8) 0(0.0) 38(43.2) 44(50.0)

시티호텔 6(6.8) 4(4.5) 42(47.7) 52(59.1)

리조트호텔 5(5.7) 1(1.1) 30(34.1) 36(40.9)

소규모 3(3.4) 1(1.1) 12(13.6) 16(18.2)

중규모 6(6.8) 2(2.3) 51(58.0) 59(67.0)

대규모 2(2.3) 2(2.3) 9(10.2) 13(14.8)

저층 2(2.3) 0(0.0) 3(3.4) 5(5.7)

중층 2(2.3) 1(1.1) 25(28.4) 28(31.8)

고층 7(8.0) 3(3.4) 38(43.2) 48(54.5)

초고층 0(0.0) 1(1.1) 6(6.8) 7(8.0)

<표 6> 건축 현황에 따른 매스형태

중첩형은 여러 매스의 중첩으로 인해 볼륨감이 극대화

되어 형태적 특성만으로도 건물의 인지를 지원하고 기능

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 연결형은 연결된 두 매스가

통일된 의장적 특성을 이루었을 때 매스의 형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

4.2. 외관색채

건물의 외관색채는 형태와 함께 외부에서 가장 먼저

지각되는 디자인 요소로 물리적, 심리적 지표가 되며, 공

간의 성격을 강조하여 질감과 패턴의 인지에 도움을 준

다. 색채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지각되며 국부

적인 공간의 지각이 아닌 전체적인 지각을 통해 행동,

의미부여 등의 양상이 나타난다. 5성급 호텔의 외관색채

는 채도와 명도의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표 7>과 같이 무채색계열(35개소, 39.8%), Y계열(29개

소, 33.0%), 불투명(13개소, 14.8%), R계열(11개소, 7.8%)

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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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무채색계열 R계열 Y계열 불투명
빈도(%) 35(39.8) 11(12.5) 29(33.0) 13(14.8)

특징
모던하고 차분

한 이미지

고상하고 점잖

은 이미지

온화하고 내추

럴한 이미지

현대적이고 도

시적인 이미지

대표

사례

제주HVC 서울MF 울산LT 대구IE

<표 7> 외관색채 유형

구분
무채색계열 R계열 Y계열 불투명 합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특별시 9(10.2) 5(5.7) 8(9.1) 4(4.5) 26(29.5)

광역시 10(11.4) 1(1.1) 6(6.8) 5(5.7) 22(25.0)

자치도 3(3.4) 2(2.3) 9(10.2) 1(1.1) 15(17.0)

도 13(14.8) 3(3.4) 6(6.8) 3(3.4) 25(28.4)

태동기 5(5.7) 4(4.5) 6(6.8) 1(1.1) 16(18.2)

정착기 11(12.5) 4(4.5) 11(12.5) 2(2.3) 28(31.8)

확산기 19(21.6) 3(3.4) 12(13.6) 10(11.4) 44(50.0)

시티호텔 20(22.7) 6(6.8) 18(20.5) 8(9.1) 52(59.1)

리조트호텔 15(17.0) 5(5.7) 11(12.5) 5(5.7) 36(40.9)

소규모 6(6.8) 2(2.3) 5(5.7) 3(3.4) 16(18.2)

중규모 24(27.3) 6(6.8) 19(21.6) 10(11.4) 59(67.0)

대규모 5(5.7) 3(3.4) 5(5.7) 0(0.0) 13(14.8)

저층 1(1.1) 1(1.1) 2(2.3) 1(1.1) 5(5.7)

중층 14(15.9) 2(2.3) 10(11.4) 2(2.3) 28(31.8)

고층 17(19.3) 8(9.1) 15(17.0) 8(9.1) 48(54.5)

초고층 3(3.4) 0(0.0) 2(2.3) 2(2.3) 7(8.0)

<표 8> 건축 현황에 따른 외관색채

무채색계열은 모던하고 차분한 이미지와 심플하고 단

아한 이미지를 가지며 현대, 근대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다른 색상과의 배색도 용이하여 건축물 외부에 배경색이

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저명도의 무채색계열은 인지적

정보의 지원과 함께 감각적 정보를 지원하기도 한다. Y

계열은 고명도․저채도의 색이 주로 사용되며 내추럴하

고 온화하고 밝은 이미지이다. 주로 채도와 명도의 변화

를 준 색을 강조색으로 사용하여 배색효과를 의도하는

경우가 많다. R계열은 고명도 저채도, 저명도 저채도의

색이 외관의 배경색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고채도 R계열

이 주는 자극적이고 화려한 색을 피하고 있다. 불투명은

현대건축을 대표하는 건축 재료인 유리를 사용하여 빛이

유입되는 각도와 창문의 개폐에 따라 연출되는 외관이

다양하며,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여 기능

적 정보와 인지적 정보가 복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건축현황에 따른 외관색채는 <표 8>과 같다. 지역에

서 무채색은 도, Y계열은 자치도 R계열은 특별시, 불투

명은 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등록시기

에서 Y계열은 확산기로 올수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무채색과 불투명은 확산기에서 급증하고 있으나 R

계열은 정착기 이후 감소하고 있다. 호텔성격에서는 시

티호텔이 모든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객실규모에서는

대부분의 유형에서 중규모에 편중되어 있었다. 층규모에

서는 중층 이상, 고층 이하의 규모에 집중되어 있고 초

고층은 무채색의 빈도가 높았다.

확산기로 올수록 무채색과 불투명계열의 외관색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채색계열은 도심지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건축현황과 기타 입면디자

인 요소에 의해 시지각적 지원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불투명은 호텔 전면에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외부환경의

변화에 예민하다. R계열과 Y계열은 강한 색조보다 차분

한 색조의 사용으로 자극적인 색채사용을 피하여 시각적

인지보다는 호텔의 안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사례가

많았다.

4.3. 창문패턴

입면디자인을 인지하는 시지각적 요소는 면과 선의 결

합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입면을 이루는 벽면과 개구부

의 패턴이 일관적으로 나타나면서 건물의 미적가치가 달

라지게 된다. 또한 빛에 의해 드러나는 표면의 패턴과

지각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시지각적 지원성이 달라지는

데 입면디자인에서 표면의 패턴은 개구부로 표현되어 진

다. 건축물의 창호는 내부공간의 기능에 깊이 관여하며

특히 객실부가 있는 중간층을 중심으로 패턴의 규칙이

나타난다.

유형 수평창 수직창 격자창 불규칙창 전면창

개념도

빈도(%) 7(8.0) 5(5.7) 49(55.7) 14(15.9) 13(14.8)

특징

거대한 볼륨

의 매스를 낮

고 안정적으

로보이게함

보다 높게보

이도록 하여

발전적 이미

지 강조

반복적인 패

턴으로 고전

적 이미지

표현

불 규 칙 한

패 턴 으 로

흥미 유도

창의 개폐나

외부의 빛에

의해 다양한

입면 연출

대표

사례

부산NE 부산LT 서울MH 광주HI 부산PH

<표 9> 창문패턴 유형

조사대상 호텔의 창문패턴은 <표 9>와 같이 격자창

(49개소, 55.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이 불규

칙창(14개소, 15.9%), 전면창(13개소, 14.8%), 수평창(7개

소, 7.8%), 수직창(5개소, 5.7%) 순으로 나타났다. 격자창

은 5성급호텔의 입면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창문

패턴으로 수평과 수직의 패턴이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

내는 패턴으로 기능적 정보를 지원한다. 반복적이고 일

관된 패턴의 반복으로 고전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전면창은 유리의 입면표현이 가능해지면서 고층건물의

입면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태로 창호의 개폐에 따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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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는 입면연출이 가능하면서 기능적 정보와 인지적 정

보를 지원한다. 또한 자연 및 인공조명으로 인해 입면의

색과 반사가 다양해지고 야간경관을 연출하기도 한다.

수평창은 실제보다 폭이 넓게 보이거나 고층건축물을 보

다 낮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가 있다. 거대

한 볼륨을 가진 매스의 무게감을 줄여주기 위해 창문을

수평의 띠처럼 연속적으로 연결시켰다. 수직창은 수평창

과는 반대로 실제보다 폭이 더 좁고 높게 보여 기업의

발전적 이미지를 투영하여 상승하는 느낌을 의도적으로

강조한다. 불규칙창은 내부공간의 성격에 따라 개구부를

위치와 크기가 달라지기도 하며 인지적, 감각적 정보를

지원하며 입면을 하나의 조형요소로 활용하기도 하며 불

규칙한 패턴의 창으로 외부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구분
수평창 수직창 격자창 불규칙창 전면창 합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특별시 1(1.1) 1(1.1) 16(18.2) 3(3.4) 5(5.7) 26(29.5)

광역시 2(2.3) 3(3.4) 10(11.4) 2(2.3) 5(5.7) 22(25.0)

자치도 2(2.3) 0(0.0) 9(10.2) 4(4.5) 0(0.0) 15(17.0)

도 2(2.3) 1(1.1) 14(15.9) 14(15.9) 3(3.4) 25(28.4)

태동기 2(2.3) 1(1.1) 10(11.4) 1(1.1) 2(2.3) 16(18.2)

정착기 2(2.3) 2(2.3) 19(21.6) 4(4.5) 1(1.1) 28(31.8)

확산기 3(3.4) 2(2.3) 20(22.7) 9(10.2) 10(11.4) 44(50.0)

시티호텔 4(4.5) 2(2.3) 30(34.1) 7(8.0) 9(10.2) 52(59.1)

리조트호텔 3(3.4) 3(3.4) 19(21.6) 7(8.0) 4(4.5) 36(40.9)

소규모 1(1.1) 1(1.1) 8(9.1) 6(6.8) 2(2.3) 16(18.2)

중규모 7(8.0) 2(2.3) 32(36.4) 8(9.1) 10(11.4) 59(67.0)

대규모 0(0.0) 3(3.4) 9(10.2) 0(0.0) 1(1.1) 13(14.8)

저층 0(0.0) 0(0.0) 3(3.4) 2(2.3) 0(0.0) 5(5.7)

중층 4(4.5) 1(1.1) 16(18.2) 5(5.7) 2(2.3) 28(31.8)

고층 2(2.3) 2(2.3) 28(31.8) 7(8.0) 9(10.2) 48(54.5)

초고층 1(1.1) 2(2.3) 2(2.3) 0(0.0) 2(2.3) 7(8.0)

<표 10> 건축 현황에 따른 창문형태

건축현황에 따른 창문패턴은 <표 10>과 같다. 지역에

서 격자창은 특별시, 불규칙은 도, 전면창은 특별시와 광

역시, 수평창은 광역시, 자치도, 도, 수직창은 광역시의

빈도가 가장 높다. 등록시기에서 격자창과 불규칙창은

확산기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고, 전면창은 확산기에 급

증했다. 호텔성격에서 격자창과 전면창은 시티호텔에 편

중되었고 나머지 유형들은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객실규

모는 격자창과 전면창은 중규모에 집중되었고, 불규칙과

수평창은 중층 이하, 수직창은 대규모로 올수록 증가하

였다. 층규모에서 격자창은 고층, 전면창은 중층∼고층,

수평창은 중층에 집중되었고, 불규칭은 고층 이하, 수직

창은 고층 이상에 분포하고 있다.

창문패턴은 매스의 볼륨감, 층규모 등에 따라서 시각

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불규칙창은 불규칙한 패턴

으로 인해 인지적 정보와 감각적 정보의 지원성이 가장

높고, 전면창 및 수평창은 층규모가 높아질수록 상승적

인 이미지가 더해져 주목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수평창

은 리조트호텔의 경우 호텔이용객에게 안정감이 더해져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는 감각적 정보를 지원한

다. 격자창은 창문패턴의 유형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지

만 호텔건축입면의 고전적인 패턴으로 인지적 정보의 지

원은 창문형태 중에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4.4. 외관특성

외관특성은 건축물 표면이 가지는 디자인요소를 종합

적으로 관찰했을 때, 입면의 주된 외형적 특성으로 작용

하며 시지각적 차이점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호텔의 상징

적 역할을 하는 특성으로 구분하였고, <표 11>과 같이

조형적매스(27개소, 30.7%) 수평분할 (25개소, 28.4%) 의

장대비(9개소, 10.2%) 기와지붕(11개소, 12.5%) 시설연계

(8개소, 9.1%)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 조형적매스 수평분할 의장대비 기와지붕 시설연계

개념도

빈도(%) 27(30.7) 25(28.4) 9(10.2) 11(12.5) 8(9.1)

특징

매스를 조각

하여 크기에

서 주는 위

압감 분산

지상층, 중

간층, 최상

층의 입면을

다르게 처리

색채, 재료 등

의 장식적인

요소 강조

차가운 호텔

이미지를 부

드럽고 온화

하게 표현

호텔이 문화

시설의 일부

로서 대중적

이미지 강조

대표

사례

전남HV 부산NS 서울GE 서울SL 부산LT

<표 11> 외관특성 유형

조형적매스는 거대한 볼륨을 상징화시키기 위해 매스

의 분절 및 삭제를 통해 조각성을 더하여 크기에서 주는

위압감으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 수평분할은 지

면층, 중간층, 최상층의 외관을 서로 다르게 처리하면서

건축물의 규모가 주는 위압감을 감소시키고 외부에서 내

부의 기능을 예측할 수 있다. 대부분 지면층은 프론트와

부대시설, 중간층은 객실, 최상층은 VIP나 라운지로 사

용된다. 기와지붕은 현대건축과 한국전통건축의 조우하

여 독특한 건축미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기와지붕은 저

층의 주출입구 매스에 연결되거나 고층의 최상부에 위치

하며 고풍스러움을 강조하면서 차갑고 딱딱한 호텔의 이

미지를 한층 부드럽고 온화하게 풀어주고 있다. 의장대

비는 색채, 재료, 발코니 등을 사용하여 대비를 통해 건

축물의 외피를 강조시키면서 전체적인 볼륨에 비해 덜

육중해 보이고 가벼워 보인다. 시설연계는 복합문화시설

로 백화점, 유원지, 문화시설 등이 2가지 이상 연계되는

형태로 외부에서 보았을 때에도 다양한 문화시설의 이용

을 짐작할 수 있는 형태이다.

건축현황에 따른 외관특성은 <표 12>와 같다.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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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형적매스는 자치도와 도, 수평분할은 특별시, 의장

대비는 특별시와 자치도, 기와지붕은 도, 시설연계는 특

별시와 도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자치도에

서는 수평분할과 시설연계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등록시기에서 조형적매스, 수평분할, 의장대비, 시설연계

는 확산기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기와지붕은 태동기

이후로 급감했다. 호텔성격은 모든 유형에서 시티호텔이

높으나 기와지붕은 리조트형에 편중되었다. 객실규모는

모든 유형에서 중규모에 집중되었고, 소규모에서는 기와

지붕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층규모는 조형적매스와

기와지붕이 중층∼고층에 집중되었고, 수평분할, 의장대

비, 시설연계는 고층에 집중되었으며, 저층규모에서는 기

와지붕과 시설연계가, 초고층에서는 기와지붕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
조형적매스 수평분할 의장대비 기와지붕 시설연계 합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특별시 4(4.5) 12(13.6) 6(6.8) 1(1.1) 3(3.4) 26(29.5)

광역시 7(8.0) 7(8.0) 4(4.5) 2(2.3) 2(2.3) 22(25.0)

자치도 8(9.1) 0(0.0) 6(6.8) 1(1.1) 0(0.0) 15(17.0)

도 8(9.1) 6(6.8) 4(4.5) 4(4.5) 3(3.4) 25(28.4)

태동기 2(2.3) 5(5.7) 2(2.3%) 6(6.8) 1(1.1) 16(18.2)

정착기 9(10.2) 8(9.1) 7(8.0) 1(1.1) 3(3.4) 28(31.8)

확산기 16(18.2) 12(13.6) 11(12.5) 1(1.1) 4(4.5) 44(50.0)

시티호텔 15(17.0) 17(19.3) 12(13.6) 1(1.1) 7(8.0) 52(59.1)

리조트호텔 12(13.6) 8(9.1) 8(9.1) 7(8.0) 1(1.1) 36(40.9)

소규모 7(8.0) 3(3.4) 5(5.7) 0(0.0) 1(1.1) 16(18.2)

중규모 19(21.6) 15(17.0) 12(13.6) 7(8.0) 6(6.8) 59(67.0)

대규모 1(1.1) 7(8.0) 3(3.4) 1(1.1) 1(1.1) 13(14.8)

저층 3(3.4) 1(1.1) 1(1.1) 0(0.0) 0(0.0%) 5(5.7)

중층 11(12.5) 4(4.5) 7(8.0) 5(5.7) 1(1.1) 28(31.8)

고층 12(13.6) 18(20.5) 10(11.4) 3(3.4) 5(5.7) 48(54.5)

초고층 1(1.1) 2(2.3) 2(2.3) 0(0.0) 2(2.3) 7(8.0)

<표 12> 건축 현황에 따른 외관특성

외관특성은 호텔건축의 입면특성을 결정하는 시지각적

지원성이 높은 요소들은 조형적매스, 의장대비, 기와지붕

으로 인지적, 감각적 정보를 지원하며 확산기로 올수록

조형적매스의 비중이 높다. 시설연계는 여러 문화시설들

과 함께 배치되어 기능적 정보만을 지원하여 인지적 정

보의 지원이 부족하다.

4.5. 출입구형태

출입구는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최초의 공간이면

서 공간 내부의 첫인상을 결정하며 외부보행자의 출입을

통재하는 역할을 하여 이용객들로 하여금 소속감을 부여

한다. 상업건축물에서의 출입구 공간의 시지각적 지원성

은 주목성, 장소성, 방향성 등을 유도하며 기능적 정보를

지원하며 볼륨의 형태에 따라 인지적 정보와 감각적 정

보를 지원한다.

유형 벽면형 필로티형 포치형

개념도

빈도(%) 6(6.8) 23(26.1) 59(67.0)

특징

개구부의 크기, 표지

판 등의 시각적 단

서로 건물의 진입

유도

매스의 돌출로 호텔

의 웅장함을 강조하

고 건물의 적극적

진입 유도

수평부재의 돌출로

피난처의 역할과 동

시에 건물의 적극적

진입 유도

대표

사례

서울SJ 서울SD 서울GH

<표 13> 출입구형태 유형

조사대상 호텔의 출입구형태는 <표 13>과 같이 포치

형 (59개소, 67.0%), 필로티형 (23개소, 26.7%), 벽면형(6

개소, 6.8%)의 순으로 나타났다. 5성급 호텔에서 가장 높

은 빈도를 보이는 포치형은 건물의 수평부재가 앞으로

돌출되어 차량의 진출입을 편안하게 해주며, 건물 내부

로의 적극적인 진입을 유도한다. 필로티형은 건물의 일

부가 함몰되어 외부공간의 일부를 내부로 끌어들이거나

주 출입구의 지붕이 다른 볼륨의 매스이며 기둥이 그 매

스를 떠받드는 형태이다. 포치형과 필로티형은 호텔의

웅장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어 기능적 정보의 지원과

함께 인지적 감각적 정보를 지원한다. 벽면형은 기능적

인 정보를 지원하지만 상대적으로 출입구를 인지적 지원

성이 낮으며 5성급호텔에는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건축현황에 따른 출입구형태는 <표 14>와 같다. 지역

에서 포치는 도, 필로티는 특별시, 벽면은 특별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치도와 도에서는 벽면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등록시기에서 포치는 확산기로 올수록 증가하고

필로티는 확산기에 급증하였고, 벽면은 정착기 이후 감

소했다. 호텔성격에서는 모든 유형에서 시티호텔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필로티와 벽면은 시티호텔에 편중되었다.

객실규모는 중규모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중규모

에서 포치는 중층∼고층, 필로티는 고층에 집중되었는데

특히 벽면은 고층에서만 나타났다.

출입구형태에서 포치형은 수평부재의 연장으로 차량

및 호텔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기능적 정보와 인

지적 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필로티형은 매스를 돌출

시켜 지붕의 역할과 동시에 출입구의 방향성 인지를 극

대화시키면서 기능적, 인지적 정보에 감각적 정보가 지

원되어 시지각적 지원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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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벽면형 필로티형 포치형 합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특별시 4(4.5) 9(10.2) 13(14.8) 26(29.5)

광역시 2(2.3) 5(5.7) 15(17.0) 22(25.0)

자치도 0(0.0) 2(2.3) 13(14.8) 15(17.0)

도 0(0.0) 7(8.0) 18(20.5) 25(28.4)

태동기 1(1.1) 5(5.7) 10(11.4) 16(18.2)

정착기 3(3.4) 5(5.7) 20(22.7) 28(31.8)

확산기 2(2.3) 13(14.8) 29(33.0) 44(50.0)

시티호텔 4(4.5) 16(18.2) 32(36.4) 52(59.1)

리조트호텔 2(2.3) 7(8.0) 27(30.7) 36(40.9)

소규모 1(1.1) 4(4.5) 11(12.5) 16(18.2)

중규모 4(4.5) 16(18.2) 39(44.3) 59(67.0)

대규모 1(1.1) 3(3.4) 9(10.2) 13(14.8)

저층 0(0.0) 2(2.3) 3(3.4) 5(5.7)

중층 0(0.0) 4(4.5) 24(27.3) 28(31.8)

고층 6(6.8) 13(14.8) 29(31.8) 48(54.5)

초고층 0(0.0) 4(4.5) 3(3.4) 7(8.0)

<표 14> 건축 현황에 따른 출입구형태

5. 결론

이 연구는 국내 5성급호텔을 대상으로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호텔건축계획을 위해 입면디자인의

시지각적 지원성을 분석하였으며 시지각적 지원성 요소

를 매스형태, 외관색채, 창문패턴, 외관특성, 출입구형태

로 추출하였고, 입면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스형태는 중첩형, 일체형, 연결형으로 구분되

고 중첩형과 일체형은 확산기로 올수록 빈도가 증가하고

시티호텔, 중규모, 중층∼고층에서 선호하며, 연결형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1990년대에 등록된 시티호

텔의 성격을 가진 호텔이 많았다. 특히 가장 높은 빈도

를 보인 중첩형은 숙박 기능에 연회 및 식음료 시설 등

부대시설의 운영이 활발하여 이와 같은 내부의 특징이

외부로 반영된 결과이며, 대부분 중규모 이상으로 여러

볼륨이 중첩되어 있어 형태상으로도 복합기능을 하고 있

음을 인지할 수 있다.

둘째, 외부에서 형태와 함께 지각되는 외관색채는 무

채색, R계열, Y계열, 불투명계열로 구분되며 채도와 명

도의 분포는 다양하다. 특히 무채색과 불투명계열은 확

산기로 올수록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유형으로

내륙지역에서 선호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Y계열은 확산

기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자치도지역에서 선호하고

R계열은 고층 이하의 중규모 호텔에서 1990년대까지 선

호하던 색채계열이다.

셋째, 창문패턴은 외부에서 표면을 부각시켜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로 격자창, 불규칙창, 전면창, 수평창, 수직

창으로 구분된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격자창은 대

부분 내륙지역에 분포하고 확산기로 올수록 증가하며 시

티호텔에 집중되었다. 불규칙과 전면창은 내륙지역에 집

중 분포되어 있고, 확산기에 급증한 형태로 객실규모 중

규모의 호텔에서 선호하는데 불규칙은 고층 이하의 호텔

에 많고 전면창은 중층 이상의 호텔이 많았다.

넷째, 호텔의 표면적 특징을 명확하게 해서 상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외관특성은 조형적매스, 수평분할, 의장

대비, 기와지붕, 시설연계로 구분된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조형적매스는 자치도와 도 지역에 많고 확산기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 백화점, 영화관, 놀이공원 등 다

양한 문화시설과 연계되는 시설연계는 내륙지방에 집중

분포하고 확산기로 올수록 증가하며 객실규모 중규모,

중층 이상의 시티호텔에서 나타난다. 기와지붕은 태동기

에 집중 분포하는 형태로 도지역에서 객실규모 중규모의

중층∼고층의 리조트호텔에서 많이 나타났다.

다섯째, 출입구형태는 포치형, 필로티형, 벽면형으로

구분된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포치형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필로티형은 확산기

에 급증한 형태로 특별시와 도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객

실규모 중규모, 고층의 시티호텔에서 선호한다. 벽면형은

시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형태로 중규모, 고층의 시티호

텔이 많았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매스형태, 외관색채, 창문패턴, 외

관특성, 출입구형태의 입면디자인의 시지각적 지원성은

인지적, 기능적, 감각적 정보를 지원하고 있었다. 매스형

태의 중첩형은 인지적·기능적 정보를 지원하고 있었고,

외관색채의 무채색과 불투명계열, 창문패턴의 불규칙창,

외관특성의 조형적매스, 의장대비와 기와지붕, 출입구형

태의 필로티형에서 인지적·기능적·감각적 정보를 복합적

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후속연구로 내부공간의 시지각적

디자인 요소에 대한 연구와 건축물 내외부의 시지각적

지원성 향상을 위한 평가를 통해 건축디자인 분야의 어

포던스에 대해 규명하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호텔건

축물의 디자인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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