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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매슬로(Maslow)가 제안한 인간 욕망의 5가지 단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욕망의 위계적

개념이다.1)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에 대한 오해

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오해는 바로 욕망이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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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된다는 것이다.1)예를 들어, 사람들은 생리학적 단계

가 충족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를 희망하고, 그 다음 사

회, 자기 존중, 자아실현 등의 단계로 순차적으로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욕망에 대한 충족은 이처

럼 단계적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동시

에 모든 단계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오해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는 마치 첫 단계에 있는 욕

1) Maslow, Abraham H.,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rper &
Brothers, New York. 1954 (Maslow postulated a hierarchical
pyramid of human needs stretching from basic physical needs
at the bottom to spiritual or transcendental needs at the top:
Psychological Safety – Love/ Belonging – Esteem-
Self-act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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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상위의 단계보다 못하다는 오해이다. 그러나 매슬

로가 5개의 단계로 욕망을 나누었다고 하더라고, 모든

단계의 욕망이 동일하게 중요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생리학적 욕망이나 안전에 대한 욕망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하는 생존 조건과 같은 욕

망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안전에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은신

처’(refuge)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

이 발전하였어도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어느

공간이나 은신처에 개념은 필수적으로 만족시켜야 할 조

건이다. 그러나 현대의 건축은 은신처의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를 소홀하게 다뤘다는 측면을 갖

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건축가인 미스 반 데로에

(Mies Van der Rohe)가 설계한 Farnsworth 주택에는

은신처의 개념이 미흡하다. Farnsworth 주택의 파사드는

전부 유리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거주자는 편안하고 안

락한 수면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이 건물이 건축사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크

다. 그러나 안전성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주거의 본질을 충족시키지 못한 주택

이라는 비평을 피할 수가 없다.2)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본 연

구에서 제안한 것이 ‘생명감’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다.

생명감 체험에 관한 연구 문제 중에서도 본 논문에서 초

점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은신처’의 개념이다. 이와 같은

‘은신처’개념과 관련하여 호텔 객실도 숙박객들에게 집

과 같이 심리학적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는 은신처의 개

념을 필수적으로 다뤄야한다는 믿음에 따라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고객에게 생명감의 체험을 주는 호텔

객실의 디자인 전략으로는 예술 지능(AQ)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윤영달(2014)은 예술 지능 저서에서는 “고

속화, 기계화로 인해 인간이 지능화된 기계 및 시스템에

의해 간접적이고, 수동적인 지식만을 주입받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앞으로의 시장은 점점 AQ 패러다임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고객의 예술 체험을 핵심 전략으로 도

입하여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문제를 극복해 나

가야한다”고 했다.3) 이러한 시각에 따라 예술 지능에 기

반한 호텔 객실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

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일

차적 단계로서 호텔 객실의 디자인 사례 분석을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다룰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신처’의 관

점에서 공간 디자인 요소를 분석한다. 둘째, ‘감각’의 관

2) Keedwell, Paul., Headspace: the psychology of city living, London:
Aurum Press, 2017

3) 윤영달, 미래기업의 성공키워드 AQ 예술지능, 도서출판 이아소, 서
울, 2014, p.14

점에서 공간 디자인 요소를 분석한다. 셋째, ‘예술 지능’

의 관점에서 공간 디자인 요소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예술 지능의 관점을 접목시켜 호텔 디자인

계획 방향성을 논의하고 제안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필릭 디자인, 체험 마케팅, 예술

지능에 관한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사례

분석에 필요한 측정 도구의 기준이 되는 이론을 고찰하

였다. 호텔 사례 조사는 현장 조사 및 문헌 고찰을 병행

하였다.

연구 범위는 국내 위치한 5성급 이상 서울 지역의 호

텔을 사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용자가 투숙하는 호

텔 객실을 대상으로 객실 공간이 사용자 위주의 생명감

의 체험을 제공하는지를 바이오필릭 및 체험마케팅 관점

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감의 가치를 표현

하는 바이오필릭 디자인 요소 중의 하나인 ‘은신처

(refuge)’의 개념과 체험마케팅의 전략적 체험 요소 중

하나인 ‘감각(sense)’의 요소를 초점으로 다루었다.

호텔 사례 분석 후, 객실 공간에 생명감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술 지능을 5가지 요소(미학, 초월,

유희, 몰입, 소통)를 활용하여 공간을 평가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국내 호텔들을 대상으로 분석 척도를 적용하여

평가 결과를 수치화해서 예술 지능의 적용 여부를 양적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호텔 사례의 객실 공간만

을 연구 범위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예술

지능을 디자인 전략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은 본 연구의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 진행 다이어그램

2.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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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바이오필릭 디자인 (Biophilic Design)
실내건축 분야에서 생명감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생명체와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자연계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접근 방식은 바이오필릭 디

자인을 활용한 설계이다. 이 접근법은 실제로 인간과 자

연 모두에게 동시에 이익을 줄 수 있 수 있는 협력적인

방법론이며, 지역 환경 내에서 인간 주거 환경에 자연과

의 통합을 제공하고 생태계의 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4)

바이오필리아(Biophilia)라는 용어는 처음으로 사회심

리학자 Erich Fromm의 The Man of Heart(1964)책에

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84년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

인 Edward O. Wilson은 인간의 본질과 자연과의 관계

에 대한 내용의 ‘Biophilia’ 라는 책 제목으로 이 단어를

대중화했다.5)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긍정적 효과는 형태

와 형태를 형성하는 원리 및 구조 체계와 같은 건축적

측면에서 이해되어야한다. 생물학적 기반의 디자인은 생

명체에서 관찰된 효과를 이용해서 디자인 분야에 적용하

는 것이다.6)

생명 건축(bio-architecture), 바이오필리아(biophilia),

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 그리고 바이오미메틱

(biomimetic) 건축 등을 포함한 자연의 원리는 현대 건

축의 환경적 위기를 해결하고 인간을 위한 좀 더 쾌적한

공간을 설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제공해준다.

생체 모방 건축은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건축 디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준다.7) 본 논문에서는 Stephen R.

Kellert(2008)의 Biophilic Design 이론을 참고하여 바이

오필릭 디자인의 기준이 되는 요소를 문헌 고찰하였다.

<표 1>에서는 바이오필릭 디자인 접근 방법을 14개의

단계로 제시하였다.

4) Wolfs, E. L. M., Biophilic Design and Bio-Collaboration:
Application and Implications in the Field of Industrial Design,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8(1), 2015, pp.71-89

5) Kellert, S R  & Wilson, EO(ed), The Biophilia Hypothesis,
Washington: Island Press, 1993

6) Kellert, S. R., Heerwagen, J & Mador, M., Biophilic Design: The
theory, science and practice of bringing buildings to life, New
York: John Wiley & Sons, 2008

7) Gruber, P., Biomimetics In Architecture: Architecture of life and
buildings, Ambra Verlag, 2010

또한 바이오필릭 디자인관련 Ryan et al(2015)8)의 Biophilic

design patterns를 참고하여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기준이

3개의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14개의 디자인 속성으로 세

분화하였다.9) 세 가지 유형화한 각각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Ÿ Nature in the Space: 식물, 물, 동물 등을 건축 환경 요소
로 통합하는 것

Ÿ Natural Analogue: 자연을 상기시키는 패턴이나 물질
Ÿ Nature of the Space: 사람이 색다른 공간적 구성에 심리
적으로 또는 생리학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방식
<표 2>은 Kellert(2008)가 제안한 14개의 바이오필릭

디자인 패턴 중 자연적 공간에 대한 4개의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전망과 은신처(prospect and refuge)는

현대인에게 심리적인 편안함, 스트레스 해소, 긴장 완화

등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한다.10)

이상과 같은 바이오필릭 디자인 개념을 다룬 국내외

선행 연구는 다수 있다. 정희영(2016)11)의 논문에서는 바

이오필릭 디자인의 패턴 중 복잡함과 질서(complexity &

order)에서 반복 패턴에 초점을 맞춰 분석 요소를 적용

하여 벽면 녹화의 패턴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다미(201

8) Ryan C.O., Browning W.O.,Clancy J.O.,et al. Biophilic design patterns:
Emerging nature-based parameters for health and wellbeing in the
built environment. ArchNet Intenational Journal of Architectural
Research, Volume 8, Issue2, 2014, pp.62-76

9) Soderlund, J. and Newmanm P., Biophilic Architecture: a Review
of the Rational and Outcomes, AIMS Environmental Science,
Volume 2, Issue 4, 2015, pp.950-969

10) Augustine, Sally, Place advantage: Applied psychology for interior
architecture, John Wiley & Sons, 2009, p.11

11) 정희영, 이현수, 벽면녹화의 패턴 표현방법에 따른 반복패턴 디자
인 특성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5(1), 2016, pp.81-92

Category Biophilic Design Elements

Nature of the
Space

1. 전망 (Prospect):
조망, 발코니, 6m 이상의 초점 거리, 오픈 플랜

2. 은신처 (Refuge):
보호된 공간, 오버헤드 캐노피, 낮은 천장, 숨은 공간.

3. 신비 (Mystery):
구불구불한 길, 희미한 형상, 흐르는 형태

4. 위험과 위기 (Risk/peril):
바닥에서 천정까지 올라오는 창문, 물 걷기, 높은 산책로

<표 2> Patterns of Biophilic Design

Step 7 콘크리트 사용 시, 재료 본질적 특성 고려하기.

Step 8
바이오필릭 건물을 짓는 건축가는 인간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으로
건물 설계.

Step 9
건축가의 아이디어는 컴퓨터와 로봇을 활용한 최첨단 기술로 빌딩
의 구성 요소들이 구현 가능.

Step 10
과거와 달리 기술의 발달로 인해 건축 디자인에서 비정형 디자인
및 커스텀 제작이 가능.

 Step 11 바이오필릭 건물에 식물 및 자연적인 요소/특징을 융합하여 디자인.
Step 12 환경의 기하학적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기.
Step 13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작용 고려.

Step 14
광범위한 도시 규모에서, 구성 단위의 분포에 초점을 맞추고, 가장
큰 규모의 척도를 사용하는 균일성에서 탈피하기.

step # Biophilic Design

Step 1
작은 스케일을 사용.
(자연 재료의 미세구조 또는 매우 미세한 질감 혹은 장식)

Step 2 명확한 스케일링 체계(scaling hierarchy)를 가진 디자인.
Step 3 대칭은 전체적인 척도 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하위 구조에도 표현.

Step 4
소규모의 건설 시스템은 정보 부하를 최적화하기 위해 개념적으로
안팎을 전환.

Step 5 대규모의 건축은 모듈러 건설 공정과 같은 다른 방식의 기술 필요로 함.
Step 6 오래된 건물의 자연 재료는 재사용하기.

<표 1> Fourteen steps towards a more responsiv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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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연구에서는 실내 공간에서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분석 기준

으로 설정하고, 노인 요양병원과 호텔 로비공간을 대상

으로 바이오필릭 디자인 요소의 적용현황을 분석하였다.

14개의 바이오필릭 디자인 패턴 중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요소는 ‘은신처’이다. <표 2>에서 제시한 것처럼 은

신처를 나타내는 공간 요소는 닫힌 공간, 오버헤드 캐노피,

낮은 천정, 작은 창 등을 포함한다. 또한 Keedwell(2017)은

건축 파사드에서 전망과 은신처를 나타내기 위해 최적화된

창의 사이즈를 제시하였다. 60개의 건물의 파사드의 창의

비율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이즈로 정

하였다. 실험에서는 다섯 종류의 각기 다른 창의 사이즈

그룹과 세 개의 다른 창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174명에

게 창의 사이즈에 대한 선호도를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

결과, 파사드의 벽체 대비 창의 면적이 43%일 때 가장 높

은 선호도를 보였다. 또한 창의 높이는 2m를 가장 선호하

였으며, 반면 0.75m의 창의 높이의 선호도가 가장 낮다는

설문 결과가 도출되었다.13)

2.2. 체험 마케팅 (Experiential Marketing)
경험에 관한 이론으로 듀이(Dewey)에 따르면 “경험으

로서의 예술’에서 경험이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결과로 얻어지는 과정에서의 내용 및 결과의 경험 모두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듀이의 관점을 통해 본 경험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것은 감각의 사용, 매개물의 개입,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의 경험이다. 감각의 사용에는 1차적

경험은 감각 기관을 통한 경험이고, 2차적 경험은 정서적

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내적인 경험을 뜻한다. 매개물의

개입 여부에 따라 직접 참여하는 직접 경험과 기호나 상

징을 통해서 얻은 간접 경험으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의 경험 및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얻어지는 결과의 경험이 있다.14)

본 논문에서는 공간 마케팅의 관점에서 호텔 디자인을

분석하기 위해 첫 번째로 체험 마케팅의 요소를 문헌 고

찰하였다. 번 슈미트(Bernd H. Schmitt)의 체험 마케팅

이론에 따르면 경험 디자인 특성은 감각, 감성, 인지, 행

동, 관계 5가지로 특징 짓을 수 있다. 많은 선행 연구들

이 체험 마케팅의 개념을 다루었지만, 논문의 논리적 편

의성을 위해 이에 대한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감각(Sense)은 시각, 청감, 촉감, 미각, 후각적 요소인 오

감을 통해 감각적 체험을 창출하는 것이다. 감각 마케팅

12) 이다미, 이현수, 바이오필릭 디자인에 기반한 노인요양병원 로비공
간의 다감각적 치유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5(3), 2016, pp.21-30

13) Keedwell, Paul., Headspace: the psychology of city living, London:
Aurum Press. 2017, pp.21-29

14) 존 듀이(John Dewey), 이재언 역,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2004,
p.49

은 제품을 차별화하고, 고객에게 동기 부여하고,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감각적 자극을 통해서 미학적 즐

거움 및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다. 감성(Feel)은 사람들

의 감정과 느낌에 호소하여 브랜드 제품 혹은 서비스에

관련하여 감성적인 체험을 유도하는 것이다. 인지

(Think)는 고객에게 문제 해결의 경험을 제공하는 목적

을 갖고 있으며, 지성에 관한 경험이다. 행동(Act)은 신

체적인 경험을 목표로 하며,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대

한 제안 및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객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관계적 체험(Relate)은

감각, 감성, 인지, 행동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개인의 사

적인 감정 이상으로 확장되어 개인을 사회 및 국가와도

연계시키는 새로운 관계의 경험을 제공한다.15) 본 논문

에서는 이와 같은 정의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디자인 요소의 평가 기준을 설정했다.

<표 3> Bernd H. Schmitt, Experiential marketing

2.3. 예술 지능 (Artistic Quotient)
차별화와 진정성이 요구되고 인간 생명의 소중함이 강

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존과 다른 관점의 전략이 필

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생명감을 체험하기 위한 방법으

로 예능 지능를 활용하였다. 예능 지능(Artistic

Quotient)란 “예술가처럼 자신이 삶에서 만난 모든 것에

서 창조 감성을 느끼고, 모든 상황과 사물을 활용하여

내면의 창조 욕망을 만족시키는 새로움을 창출해내는 지

능”이다.’16) 창조 본능을 일깨우는 예술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다. 윤영달(2014)은

예술 지능에 관한 저서에서 예술적인 체험을 5가지로 구

분하였다. <표 4>와 같이 5가지 요소는 미학, 초월, 유

희, 몰입, 소통이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예술 지능은 호

텔 뿐 만 아니라, 다른 디자인 공간에도 적용할 수 디자

인 전략이다. 그러나 다른 공간에 비해 감성을 충족해야

하는 호텔은 예술 지능을 적용하면 그 효과가 클 수 있

는 디자인 영역이다.

15) Schmitt, Bernd H., Experiential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Vol.15, 1999, pp.53-67

16) 윤영달, 미래기업의 성공키워드 AQ 예술지능, 도서출판 이아소, 서
울, 2014, p.14

Category Strategic Experiential module
감각 (Sense) Sensory Experiences (5 senses)
감성 (Feel) Affective experiences
인지 (Think) Creative cognitive experiences
행동 (Act) Physical experiences, behaviors and lifestyle

관계 (Relate)
Social-identity experiences that result from relating to a
reference group or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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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예술적인 체험 설계 전략 (윤영달, 2014)

3. 대상 호텔 사례

3.1. 조사 대상
본 논문에서는 서울 지역의 5성급 이상의 호텔을 사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국관광공사에서 2015년부터 1월

1일부터 국내의 호텔 등급결정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등급별 호텔 서비스 기준의 정의에 따르면 5성급

(five star) 호텔은 “최상급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

공하는 호텔로서 고객에게 최고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

다. 호텔 로비는 품격 있고, 24시간 룸서비스를 제공하

며, 객실에는 고급 침구와 편의 용품을 갖춰야한다. 편의

시설로는 비즈니스 센터, 고급메뉴와 최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이상의 레스토랑/대형 연회장/국제 회의장

을 갖추어야하며, 휘트니스 센터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2017년 10월 6일 기준 한국관광공사 등급 결정

총 호텔 수는 524개 이며, 그 중에서 5성 호텔은 33개가

있다.17).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서울 지역의 5성급 이

상의 호텔의 개요는 <표 5>과 같다.

<표 5> 조사 대상: 서울 지역 5성급 호텔 (2017.10.기준)

17) 한국관광공사, www.hotelrating.or.kr

자료 출처: www.hotelrating.or.kr

본 연구의 대상인 서울 지역의 5성급 호텔 객실 사진

은 <표 6> 와 같다. 총 17개의 호텔 사례를 대상으로 문

헌 고찰 및 일부 현장 방문 후, 스위트 객실의 내부 사진

을 포함하였다. 이미지 출처는 각 호텔의 공식 홈페이지

에서 사진을 발췌한 것이다. 이것은 호텔 관련 모든 객실

의 도면 수집이 어려워 사진을 활용하였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지향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큰 문제

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분석 사례 수가 미흡

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를 사례 연구로 규정하였다.

<표 6> 대상 호텔 객실 사례

사례 객실구분 객실 사진

1
시그니엘
서울

Premier Suite

2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Executive Suite

3
파크 하야트
서울

Park Suite

4
그랜드
힐튼 서울

Executive Suite

5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King Suite

6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Corner
Suite

7
밀레니엄
서울 힐튼

Executive
Suite

8
콘래드
서울 호텔

Executive
Suite

9
그랜드 하얏트

호텔
Grand Suite

Category Strategy of Art Experience
미학

(Aesthetics)
고객의 미적 쾌감과 감성을 자극하는 체험 설계

초월
(Transcendence)

기업 혹은 제품이 지향하는 철학과 가치에 부합하는 체험 설계

유희
(Amusement)

즐겁고 호기심이 느껴지며 유쾌한 체험 설계

몰입
(Immersion)

고객에게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체험의 환경

소통
(Communication)

고객의 느낌, 생각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커뮤니
케이션 채널

호텔명 위치 개관 년도 객실수

시그니엘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2017 235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종로구

청계천로 279
2014 170

파크 하야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06
2005 185

그랜드 힐튼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53

2002 503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2000 497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강남구

봉은사로 524
1999 654

밀레니엄 서울 힐튼
 중구
소월로 50

1977 680

콘래드 서울 호텔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012 434

그랜드 하얏트 호텔
용산구
소월로 322

1978 601

르 메르디앙 서울
(구.리츠칼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0

2017
(1995)

 374

포시즌스 호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7
2015 317

그랜드 워커힐 호텔
광진구

워커힐로 177
1963 930

메이필드 호텔
강서구

방화대로 94
2002 239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강남구
테헤란로 521

1988 519

서울 신라호텔
중구

동호로 249
1979 464

플라자 호텔
(더 플라자)

중구
소공로 119

2010
(1976)

410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
중구

소공로 106
1914
(2011)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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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절차 및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호텔을 대상으로 디자인 분석을

위한 측정 도구를 기준으로 공간을 평가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분석 도구는 Stephen R. Kellert(2008)의 Biophilic

Design, Kellert and Calabrese(2015)의 The practice of

Biophilic Design18), Keedwell(2017)19) 및 황지현(201

5)20) 논문을 참고하여 바이오필릭 디자인 요소 중 ‘은신

처’의 측정도구를 재편집하였다. 바이오필릭 디자인 요소

에 관한 이론 중 호텔 객실 공간에 적용 가능한 요소만

을 추출해서 재편집한 것이 <표 7>와 같다. 은신처의 측

정도구는 크게 건축 요소와 장식 요소를 포함한다.

<표 7> 바이오필릭 디자인 요소 ‘ 은신처’ 측정 도구

18) Kellert, S and Calabrese, E, The Practice of Biophilic Design.
2015. retrieved from www.biophilic-design.com

19) Keedwell, Paul., Headspace: the psychology of city living, London:
Aurum Press. 2017, pp.21-29

20) 황지현, 이현수, 바이오필릭 디자인 관점에서 본 경복궁의 전망과
은신처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4(5), 2015, pp.3-11

본 논문에서 ‘체험’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 도구는

Dewey의 경험교육론21), Schmitt 의 체험 마케팅22), 강미

나(2016)23)의 논문을 참고하여 재편집 구성하였다. 본 논

문에서는 번 슈미트의 5가지 전략적 체험 모듈 중 ‘감각

(sense)’의 관점으로 공간 디자인 측면에서 측정 도구를

구성하였다. 감각 마케팅은 감각에 중점을 둠으로써 제품

에 가치를 더하고 차별화시키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한

다. 스타일과 테마를 통해 공간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다.

또한 강미나(2016) 논문에 따르면 경험 디자인의 공간 특

성 중 ‘감각성’은 오감을 자극하는 감각적 용소를 활용하

여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공간을 차별화시키는 디자

인 요소이다. 박소영(2012)은 ‘감각’적 체험 마케팅이랑 오

감을 미학적 즐거움과 흥분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 체험 마케팅과 공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감각 체험

은 오감을 통해 공간을 인식하며 감각을 통해 관심을 유

도하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기존 선행 논문을 참

고하여 감각의 측정 도구를 제시한 것이 <표 8> 이다.24)

<표 8> 체험 요소 중 ‘감각’ 측정도구

3.3. 디자인 요소 평가 기준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관점(은신처, 감각, 예술 지수)에

서 호텔 객실 공간의 디자인 요소를 분석하였다. 첫 번

째, 은신처 관점의 기준 항목은 Keedwell(2017)를 참고하

여 평가 기준이 작성되었다. 예를 들어, 천정은 2.4m가 건

물 내부의 평균 천정고이며, 2.4m미만은 낮은 천정, 3.0m

이상은 높은 천정이라고 구분하였다. 또한 Mu’tah University

에서 최적의 창의 크기에 실험 연구를 하였고, 174명 대상

으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최적의 창의 크기를 조사하였

다. 실험 결과, 창의 경우, 2m 이상의 높이의 창을 선호하

였고, 0.75m 미만 높이의 창은 선호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25) <표 3>은 은신처 관점에서 호텔 객실의 디자인

21) 송도선, 존 듀이의 경험 교육론, 문음사, 2013
22) 번 슈미트, 윤경구, 금은영, 신원학 역, 번 슈미트의 체험 마케팅,
김앤김북스, 2013

23) 강미나, 황연숙, 공간마케팅 전략으로서 기업 복합문화공간에 나타는
경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7권, 5호, 2016,
pp.3-15

24) 박소영, 윤상영, 체험 마케팅에 의한 기업의 복합문화 공간 표현특
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제21,권 3호, 통권92호, 2012,
pp.31-39

25) Keedwell, Paul., Headspace: the psychology of city living, London:
Aurum Press, 2017

10
르 메르디앙
서울(구.리츠칼
튼 서울)

Executive Suite

11
포시즌스
호텔 서울

Executive Suite

12 워커힐 호텔 Family Suite

13 메이필드 호텔 Executive Suite

14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Club Junior
Suite

15 서울 신라호텔
Executive
Grand
Deluxe

16 플라자 호텔
Plaza
Suite

17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
Renewal Suite

Category Design Elements

건축적 요소
A 낮은 천정고
B 높은 바닥
C 작은 창

장식적 요소
D 가구
E 커튼
F 불투명 재료

Category Elements

감각
(Sense)

A 시각
(Sight)

시각적인 요소로 호기심 유발
(칼라, 패턴, 인테리어 가구등)

B 촉각
(Touch)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의 요소

C 후각
(Smell) 향을 통한 공간에 대한 흥미 유발

D 미각
(Taste)

미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F&B제공하여
공간에서 색다른 즐거움 경험

E 청각
(Hearing)

청각적인 요소의 공간 분위기 연출 (공간에
맞는 음악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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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평가를 위한 적용 기준표이다. 이상과 같은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표 9> ‘은신처’ 관점에서 호텔 객실 디자인 요소 평가 기준

◎: 적용(2점), ○: 일부적용(1점), x: 미적용(0점)

두 번째는 체험 마케팅의 하나인 감각의 관점에 디자

인 요소 평가 기준은 Schmitt 의 체험 마케팅(2013) 및

박소영(2012) 논문을 참고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표

10>은 감각의 관점에서 호텔 객실 디자인 요소 평가 기

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표 10> ‘감각’ 관점에서 호텔 객실 디자인요소 평가 기준

◎: 적용(2점), ○: 일부적용(1점), x: 미적용(0점)

마지막으로 예술지능(AQ)관점에 디자인 요소 평가 기

준은 번 슈미트의 미학적 마케팅(1997) 및 윤영달의 예

술 지능(2014)을 토대로 기준을 설정하였다.26)

<표 11> ‘예술 지수’ 관점에서 호텔 객실 디자인요소 평가 기준

◎: 적용(2점), ○: 일부적용(1점),x: 미적용(0점)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기준 설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거에 기반한 명확

한 기준을 설정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4. 분석 결과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명시한 측정 항목을 기준으로

호텔 객실을 대상으로 세 가지(은신처, 감각, 예술 지능)

측면에서 공간을 평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은신처 측면에서 호텔 객실 공간 평가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필릭 디자인 요소 중 은신처의

요소가 호텔 객실 공간에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

석 기준으로는 은신처 평가 도구를 기준을 적용하였다.

크게 건축 요소와 장식요소로 나뉘며, 건축 요소는 낮은

천정, 오버헤드 캐노피, 높은 바닥, 작은 창을 포함한다.

또한 가구, 커튼, 불투명 재료, 어두운 조명과 같은 요소

는 장식적인 요소이다. 대상 호텔의 객실 공간 분석 내

용은 <표 12> 와 같다.

26) Schmitt, Bernd H. and Simonson, Alexander, Marketing Aesthetics,
The Free Press, New York, 1997

Design Elements

건축
요소

A
(천정 높이)

◎ 천정높이가 2.4m 미만

○ 천정높이가 2.4~3.0m 사이

x 천정높이가 3m 이상

B
(바닥높이)

◎ 바닥높이가 20cm 이상

○ 바닥높이가 10~20cm 사이

x 바닥높이가 10cm 미만

C
(창)

◎ 창의 높이가 0.75 미만

○ 창의 높이가 0.75~ 2m 사이

x 창의 높이가 2m이상

장식
요소

D
(가구)

◎ 가구가 5개 이상

○ 가구가 3개 이상

x 미적용

E
(커튼)

◎ 벽 전체의 커튼

○ 커튼이 절반 크기 이상

x 미적용

F
(불투명 재료)

◎ 불투명한 재료가 2개 이상

○ 불투명한 재료가 1개 이상

x 미적용

Design Elements

A
(시각)

◎ 시각적 요소(칼라,패턴,가구,조명,스타일 등) 5개 이상

○ 시각적 요소 3개 이상

x 미적용

B
(촉각)

◎ 촉각적 요소 (침구 패브릭, 가구 텍스쳐 등) 2개 이상

○ 촉각적 요소 1개 이상

x 미적용

C
(후각)

◎ 후각적 요소 (디퓨저, 향초, 꽃장식 등) 3개 이상

○ 후각적 요소 1개 이상

x 미적용

D
(미각)

◎ 미각적 요소 (룸 서비스 메뉴, 스낵바 등) 2개 이상

○ 미각적 요소 1개 이상

x 미적용

E
(청각)

◎ 청각적 요소(오디오, TV, 새 소리 등) 2개 이상

○ 청각적 요소 1개 이상

x 미적용

Design Elements

A
(미학)

◎
미학적 디자인 원리 (균형, 비례 스케일, 대비, 리듬 등) 3개
이상

○ 미학적 디자인 원리 1개 이상

x 미적용

B
(초월)

◎
초월적 디자인 요소 (독특한 형태, 비일상적인 스케일 사용
등) 2개 이상

○ 초월적 디자인 요소 1개 이상

x 미적용

C
(유희)

◎
공간의 다양성(대채로운 색채, 독특한 패턴, 비정형적인
레이아웃 등)의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 3개 이상

○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 1개 이상

x 미적용

D
(몰입)

◎
집중할 수 있는 체험 요소 (스파 공간, 엔터테인먼트 공간,
도피 공간, 판타지 공간 등) 2개 이상

○ 집중할 수 있는 체험 요소 1개 이상

x 미적용

E
(소통)

◎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공용 공간 (소파 라운지, 복도
등등)이 제공

○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공간이 일부 (50%) 적용

x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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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대상 호텔의 ‘은신처’ 디자인 요소 분석

◎: 적용(2점), ○: 일부적용(1점), x: 미적용(0점)

(A:낮은 천정고, B: 높은 바닥, C:작은 창, D: 가구, E:커튼, F:불투명 재료)

<그림 2> 17개 대상 호텔 사례의 ‘은신처’ 합계

서울 지역 대상 호텔 17개의 은신처의 건축 요소 및

장식 요소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장식 요소가 건축

요소 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특히 모든 호텔에서 공통

적으로 E(가구) 및 F (커튼)의 장식 요소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장식적 요소 중에서는 E(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축적 요소 중에서는 C(높은 바닥)의

요소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축적 요소 중 C(높은 바

닥)은 사례 17(웨스틴조선호텔)을 제외하고 나타나지 않

았다. 웨스틴조선호텔의 리뉴얼 스위트룸(Renewal Suite)

의 침실 공간은 한옥의 튓마루에 오르듯 디딤돌을 올라

침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플랫폼을 형성해서 바닥을 높

여서 차별화된 침실 공간을 디자인했다. 전체 호텔 객실

중 은신처의 요소가 가장 높게 나타는 호텔 사례는 사례

5(JW 매리어트 서울)였으며, 낮은 천정과 작은 창의 요

소가 포함된 비교적 아늑한 공간 디자인이다. 반면, 은신

처의 요소가 가장 낮게 나타난 사례는 사례 3(파크 하야

트 서울)이다. 파크 하야트의 객실은 유리창의 높이가 전

체 벽체를 차지하고, 은신처(refuge)요소 보다는 전망

(prospect)이 강조된 오픈된 공간 디자인이다.

4.2. 감각의 측면에서 호텔 객실 공간 평가
국내 호텔 사례를 대상으로 체험 요소 중 하나인 ‘감

각성’의 측정 평가 도구를 기준으로 호텔 객실 공간 적

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표 13>이다. 감각성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되었으며, 오감 측면에서 객실 공간이 요소

별로 분석되었다. 일부 객실의 현장 방문 및 문헌 고찰

을 통해서 디자인 요소를 평가하였다.

<표 13> 대상 호텔의 ‘감각성’ 디자인 요소 분석

◎: 적용(2점), ○: 일부적용(1점), x: 미적용(0점)

<그림 3> 17개 대상 호텔 사례의 ‘감각’ 합계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오감의 요소 중 시각 및 미각의

요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각의 요소가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했다. 즉, 호텔 객실 공간의 디자인 설계 시,

칼라, 패턴, 가구, 조명, 스타일 등의 시각적인 요소를 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사례 4

(그랜드 힐튼호텔)는 5가지 요소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

며, 오감을 활용한 감각적 디자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호텔 사례
건축적 요소 장식적 요소

합계 (점)
A B C D E F

1 ○ x ○ ◎ ◎ ○ 7
2 ○ x x ◎ ◎ x 5
3 ○ x x ◎ x x 3
4 ○ x ○ ◎ ◎ ○ 7
5 ○ x ◎ ◎ ◎ ◎ 9
6 ◎ x ○ ◎ ○ ○ 7
7 ○ x x ◎ ◎ ○ 6
8 ○ x x ○ ○ ○ 4
9 ○ x ○ ○ ◎ x 5
10 ○ x ○ ◎ ◎ ○ 7
11 ○ x x ◎ x ○ 4
12 ◎ x ○ ◎ ○ ◎ 8
13 ○ x x ◎ ◎ ○ 6
14 ○ x ○ ◎ ◎ ○ 7
15 ◎ x ○ ◎ ◎ x 7
16 ○ x ○ ◎ ◎ ◎ 8
17 ○ ◎ ○ ◎ x ◎ 8

합계 (점) 20 2 12 32 25 17

호텔 사례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합계 (점)
1 ◎ ◎ ○ ◎ ○ 8
2 ◎ ◎ ○ ◎ ○ 8
3 ◎ ○ ○ ◎ ○ 7
4 ◎ ◎ ◎ ◎ ○ 9
5 ◎ ◎ ◎ ◎ ○ 9
6 ◎ ◎ ○ ◎ ○ 8
7 ◎ ◎ ○ ◎ ○ 8
8 ◎ ◎ ○ ◎ ○ 8
9 ◎ ◎ ○ ◎ ○ 8
10 ◎ ◎ ○ ◎ ○ 8
11 ◎ ◎ ◎ ◎ ○ 9
12 ◎ ◎ ○ ◎ ○ 8
13 ◎ ◎ ○ ◎ ○ 8
14 ◎ ◎ ○ ◎ ○ 8
15 ◎ ◎ ○ ◎ ○ 8
16 ◎ ◎ ◎ ◎ ○ 9
17 ◎ ◎ ○ ◎ ○ 8

합계(점) 34 33 21 3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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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예술 지능 측면에서 호텔 객실 공간 평가
국내 호텔 사례를 대상으로 예술 지능의 5가지 분류인

미학, 초월, 유희, 몰입 소통의 요소를 적용하여 공간을

분석한 결과가 <표 14> 이다.

<표 14> 대상 호텔의 ‘예술 지수’ 디자인 요소 분석

◎ : 적용(2점), ○ : 일부적용(1점), x : 미적용(0점)

<그림 4> 예술 지수 5가지 측면 분석

예술 지능 관점에서 디자인 요소 분석 결과, 5가지 지

수 중 모든 호텔의 객실은 ‘소통’의 요소를 보여줬다. 객

실 레이아웃을 보면 침대 공간 외에 케뮤니케이션이 가

능한 소파 라운지 휴식 공간이 제공되었다. 반면, ‘몰입’

의 요소가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했다. 즉. 집중할 수 있

는 체험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다. 예술 지수가 가장 높

은 점수를 나타낸 호텔은 사례 16(플라자 호텔) 및 사례

17(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이다. 플라자 호텔의 경우, 객

실 공간의 소파 라운지 부근에 벽난로를 설치하여 타 호

텔의 객실들과 차별화된 몰입의 경험을 제공하였다. 또

한 나무 블록을 활용한 테이블의 독특한 형태 및 다양한

기하학적인 패턴의 장식적인 디자인은 색다른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였다. 또한 웨스틴 조선 호텔 서울의 경

우, 한옥에서 디자인 영감을 받은 침실 공간 구조 및 한옥

의 패턴을 활용한 장식적인 요소들을 통해 한국적인 미학

을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디딤돌을 올라 침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였다. 반면, 사

례 12(워커힐 호텔) 및 사례13(메이필드 호텔)은 가장 낮

은 예술 지능 점수 분포를 나타내었다. 두 호텔 모두 초

월, 유희, 몰입이 요소가 없었으며, 차별적인 요소나 흥미

로운 체험을 제공해주지 않았다. 즉, 대상 호텔 객실에는

고객의 미학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가 가장 많이 분포

되어 있으며, 대신 고객에게 집중을 요하는 몰입의 요소는

미비하다. 향후 호텔 객실의 설계 시에는 예술 지능의 5가

지 요소(미학, 초월, 유희, 몰입, 소통)를 고려하여, 균형 있

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 호텔과의 차별화된 디

자인 전략으로 예술 지능의 다양한 측면을 활용하여 그

호텔만의 생명감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4.4. 분석 결과 논의 및 소결
바이오필릭 디자인 요소 중 은신처의 요소를 대상 호

텔 사례에 적용해서 평가한 결과, 건축적 요소 보다 장

식적 요소가 더 많이 반영되어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객실 내부에 침대 및 라운지 소파, 화장대, 장식장, 커튼,

불투명한 재료등의 장식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

러나 건축적 요소는 많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창의 조

망을 강조하여 유리창이 벽체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설계

된 호텔이 다수였다. 은신처 요소를 표현하는 설계 방법

으로는 호텔 객실의 일부 공간의 바닥을 높이고, 천정고

를 낮추어 숙박객에게 좀 더 아늑하고 심리적인 편안함

을 제공할 수 있다. 고객에게 생명감을 체험하는 디자인

전략으로 예술 지능의 5가지 요소를 분석 결과, 호텔 객

실 공간에서 ‘몰입’의 요소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호텔

객실에는 호텔 기업마다 추구하는 브랜드 컨셉 및 아이

텐티티를 표현하해야 하며, 그 호텔만이 제공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필요하다. 숙박객에게 새로

운 체험 요소를 제공하여 몰입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향후 호텔 객실 공간에는 예술 지능과 바이오필릭의

은신처의 요소를 연계하여 다감각적으로 디자인 설계에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요구가

다양해지는 반면, 국내 호텔 객실의 공간에는 시각적, 장

식적 요소는 많이 반영되었지만, 특별한 몰입의 체험의

요소가 부족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호텔 객실 공

간에 생명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연의 소리 등의 청각

적 효과, 식물의 다양한 활용, 자연의 색감 및 질감, 유

기적 형태, 및 프랙탈 패턴(fractal pattern) 등을 활용하

여 디자인 하는 것을 제안한다.

5. 결론

호텔 사례 미학 초월 유희 몰입 소통 합계 (점)
1 ◎ ◎ ○ ○ ◎ 8
2 ◎ x ○ x ◎ 5
3 ◎ x x x ◎ 4
4 ◎ ○ ○ x ○ 5
5 ◎ x ○ x ◎ 5
6 ◎ ○ ◎ ○ ◎ 8
7 ◎ ○ x x ◎ 5
8 ◎ ○ x x ◎ 5
9 ◎ ◎ ○ ○ ◎ 8
10 ◎ x ○ x ◎ 5
11 ◎ ○ ◎ x ◎ 7
12 ○ x x x ◎ 3
13 ○ x x x ◎ 3
14 ◎ x x x ◎ 4
15 ◎ x x x ◎ 4
16 ◎ ◎ ◎ ○ ◎ 9
17 ◎ ◎ ○ ◎ ◎ 9

합계 (점) 32 13 13 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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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요약 및 논의
본 논문에서는 호텔 디자인 시 생명감 체험의 필요성

을 제시하고, 사용자 위주의 생명감의 체험을 제공하는

지는지를 바이오필릭 디자인 및 체험마케팅 관점에서 분

석하였다. 특히 생명감의 가치를 표현하는 바이오필릭

디자인 요소 중의 하나인 ‘은신처(refuge)’ 및 체험마케팅

의 전략적 체험 요소 중 하나인 ‘감각(sense)’을 다루었

다. 사례 분석 후, 객실 공간에 생명감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예술 지능의 5가지 측면(미학, 초월, 유

희, 몰입, 소통)에서 공간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척도의 기준을 체계화하여 평가 결과를 수치화하여

예술 지능의 적용 여부를 양적 평가하였다. 다른 공간에

비해 감성을 충족해야하는 호텔 공간에 예술 지능을 적

용하면 그 효과가 클 수 있는 디자인 영역이다. 호텔 객

실 디자인의 공간을 은신처 관점에서 분석 결과, 모든

호텔에서 공통적으로 건축 요소보다는 장식요소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체험 요소 중 하나인 ‘감각’의 측정 평가

도구를 기준으로 호텔 객실 공간 적용 현황을 분석한 결

과, 전체적으로 오감의 요소 중 시각 및 미각의 요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각의 요소가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했다. 즉, 호텔 객실 공간의 디자인 설계 시, 칼라,

패턴, 가구, 조명, 스타일 등의 시각적인 요소를 주로 활

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연의 소리 등을 활용하여 청

각적 체험 효과도 제공할 수 있다. 예술 지수 관점에서

디자인 요소 분석 결과, 5가지 지수 중 모든 호텔의 스

위트룸 유형의 객실은 ‘소통’의 요소를 포함한다. 대부분

의 호텔 객실은 고객에게 미학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위

주의 공간이었으며, 대신 고객에게 집중을 요하는 몰입

의 요소는 미비한 결과를 나타냈다. 향후 호텔 객실의

설계 시에는 예술 지수의 5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디자인하여 생명감 체험을 오감을 통해 제공할 필

요가 있다. 생명감의 체험 기준으로 본 논문에서는 바

이오필릭 디자인 요소 중 은신처 및 체험 마케팅의 감각

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였지만, 생명감을 느끼는 요소

는 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5.2. 연구의 기여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호텔 디자인의 사례 분석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예술 지수(AQ)를 디자인 전략으로 활

용하여 생명감 체험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타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또한 호텔 객실 사례의 디자인 분석을

위한 측정 도구를 체계화해서 평가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서울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한

계가 있어 다양한 대상을 통하여 공간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 분석 사례의 수를 늘려

연구 결과의 객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는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궁극적으

로 호텔 파사드 및 내부 공간 디자인에 생명감 체험을 반

영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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