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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문화적 표현특성을 기초로, 중국 6개 최대 도시의 대표적인 현대 상업건축 공간 사례에 대해 비교
분석을 진행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현대 상업용 건물의 실내공간 문화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6개 사례를 각각 문화의 전통성, 지역성, 대중성, 기술성, 생태성 5가지 관점에서 분석했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의 전통성은 상업건축의 실내공간에서 구체적인 지역의 전통적 요소를 중시하도록 요구한다. 둘
째, 문화의 지역성은 상업건축의 실내공간이 있는 곳의 경제발전 정도, 역사적 내막, 지리적 환경조건, 기후 
등 사회와 자연환경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셋째, 문화의 대중성은 상업건축의 실내공간을 통해 대중
문화의 통합화, 레저화, 오락화, 기호화를 나타낸다. 넷째, 문화의 기술성은 현지의 문화성을 가진 시공 방법, 
구조 형식, 재료를 상업건축 실내공간에 통합하는 것이다. 다섯째, 문화의 생태성은 상업건축의 실내공간에 
식물을 배치하고, 건강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 중심어 :∣상업건축∣실내 공간∣문화적∣전통∣지역∣대중∣기술∣생태∣
Abstrac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expressions,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cases of 
representative commercial architectural spaces of six largest cities in China.In order to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indoor space culture of modern commercial buildings in China.Six cases 
were analyzed from the viewpoints of cultural tradition, locality, popularity, technology, and ecolog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radition of culture requires the emphasis on the traditional elements of specific areas in 
the interior space of commercial architecture.Second, the regional character of culture is closely related 
to the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 factors such as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interior space 
of commercial architecture, historical intrinsic space, geographical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climate.Fourth, the technicality of culture is to integrate construction method, structure form, and 
material with local culture into commercial architecture interior space.Fifth, cultural ecology places 
attention to placing plants in the interior space of commercial architecture and creating a healthy, 
pleasant and saf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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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상업건축은 쇼핑, 오락, 레저,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대형 복합체로 도시의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
이다. 또한, 현대 도시인들의 중요한 활동 장소로서 사람
들의 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성공적인 상업건축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필수
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한 국가나 도시의 종합적인 이
미지를 더 직접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
것의 문화적 표현은 상업공간의 주제를 표현하는 중요한 
핵심이자 디자인적 사고의 기본 출발점이기도 하다. 아
모스 라포포트(Amos Rapoport)는 <문화특성과 건축 
디자인>이라는 책에서 “문화는 한 민족의 생활방식으로, 
그들의 이상, 규범, 규칙, 일상행위의 표현을 포함하며 
대대로 전승되어 온 기호가 전달하는 도식 시스템으로
서, 언어와 모범을 매개로 후대에 영향을 끼치고 동화시
키는 수단이자 생태를 개조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이
다.” 라고 말했다[1].건축은 문화의 담체로, 어떤 건축이
든 모두 일정한 문화적 함의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건축
의 문화적 함의는 사람과 사회와 동일한 구조로, 시대성, 
역사성, 민족성, 지역성도 가지고 있다.건축의 문화적 함
의는 사회인문적 환경에 대한 적응을 반영하고, 사람들
의 문화적 가치관과 일치하며,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
하고 또 변화하며, 유동성, 변이성, 다양성을 가진다.

90년대 중반 중국의 상업건축은 최초로 개혁개방의 
최전선에 있던 광둥성에서 처음으로 광저우시 광백백화
(广百百货), 정가광장(正佳广场) 등 현지의 문화적 특색
을 가진 상업건축 공간이 등장해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
었다. 세계화의 끊임없는 영향으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국내의 상업건축은 90년 말에 급속하게 
발전하여 많은 곳에서는 심지어 상업건축의 수로 도시의 
발달정도를 측정하기도 하였다. 단기간에 상업건축의 건
축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 심지어 복제, 유사한 상업건
축 공간의 실내장식이 나타났고, 수많은 상업공간이 수
량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표현특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간의 디자인 형식과 수법을 맹목적으
로 추구하고, 전혀 특색이 없는 이러한 추세는 지금도 여
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 등의 영향 아래에서 

상업건축의 실내공간을 설계할 때는 각 지역문화의 구체
적인 특성과 함께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오늘날 중국 현대 상업건축 공간의 실내 디자인에 존
재하는 보편적인 문제는 비록 단기간 내에 큰 영향을 끼
치지는 않겠지만, 시대의 발전에 따라 상업건축 실내공
간의 문화성 문제에는 많은 위기가 잠복해 있고, 심지어
는 안 좋은 영향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
계화된 상업건축의 공간 디자인과 문화가 함께 발전하는 
환경 아래에서 반드시 상업건축 실내공간에 있는 문화성
의 가치를 재인식해야 하고, 서로 조화롭게 통일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찾아 중국 현대 상업건축 실내공간 디자인
의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현대 상업건축의 문화적 의미
와 실내공간의 표현적 특성에 기초하여, 중국의 유명하
고 전형적인 6개 현대 상업건축의 실제사례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와 같이, 중국 상업건축의 실내 공간에서 문화
의 전통성, 지역성, 대중성, 기술성, 생태성 등의 표현 형
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실제 사례에서 중국의 각 지역별 
대표적인 현대 상업건축 실내공간에 나타난 공간의 특성
에 대해 분석하여, 그 문화적 의미에 대해 연구하고 정리
했다. 이것으로 중국 현대 상업건축 실내 공공공간(백화
점, 상가, 전문판매점, 슈퍼마켓, 쇼핑몰 등을 포함)의 물
리적 환경, 시각적 환경의 디자인과 문화적 표현이 통일
된 관계에 대해 이론적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문의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건축 실내공간의 문화적 표현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논문과 서적을 참고하여 내용을 분류하고, 이
것을 바탕으로 문화의 전통성, 지역성, 대중성, 기술성, 
생태성 등 5가지 평가요소를 추출하고 각각의 평가요소
를 결합해 더 자세히 서술하였다.

둘째, 중국의 최대 도시 6개 중 각각 대표적인 상업건
축을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해 분석했다. 이 사례들
은 2010년에서 2018년 사이에 지어지고, 국제건축디자
인（FX international interior design awards, 
Andrew Martin 대상）이나 실내 디자인（Design 
Award & Com petition대상, 미국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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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Witan상）대상을 받은 작품이나 국제적으로 유명
한 디자이너의 작품이다. 이 사례들의 상업건축 실내공
간에 대해 문화의 전통성, 지역성, 대중성, 기술성, 생태
성 5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선택한 사례 6개를 통해, 이 상업 공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재료, 색상, 조형, 조명, 스타일 등 면에서의 차
이를 기반으로 다섯 가지 문화 표현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중국의 가장 크고 발달한 도시 6개의 상업 
건축 실내공간의 특징들을 비교하고 요약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상업 공간의 개념과 분류
상업 공간은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며 사람들의 정신적, 물
질적 수요를 만족시키는 장소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개
념은 상업 활동과 연관이 있는 모든 공간이고, 가장 복잡
하고 다양한 인류 활동 공간의 한 중류이다; 좁은 의미에
서의 상업 공간은 도시의 쇼핑 센터, 전통적인 쇼핑 매장
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박물관, 전시관, 호텔, 레스토랑, 
사무실 및 오락 등 공간들도 포함된다[2].

구체적인 사용 성격에서부터 상업 공간을 구분할 때: 
(1) 문화 전시류, (2) 요식 오락류, (3) 비즈니스 사무류, 
(4) 쇼핑 레저류 등으로 나뉜다[3]. 도시의 종합 쇼핑 센
터는 상업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에 속한다. 이는 현
대의 도시인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의 공간이
기도 하다. 상업 공간의 존재 의의와 가치는 현대 도시인
들의 물질과 정신 문화의 연결 고리라는 것에 있고, 오늘
날 고속으로 발전하는 시대에서 현대 상업 공간 디자인
은 경제 발전의 필연적 산물이며 점차 지역 나아가 국가
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하고 직접적인 방법 가운
데 한가지가 되었다.

2. 상업건축 실내 공간의 문화적 표현특성 평가 요
소 선정

De Blij,H.J의 저작 <인문지리---문화, 사회와 공간>
에서는 “문화 경관은 각종 문화 특징들이 집합하여 구성
된 것이며 특정 지역 문화의 각종 인상과 느낌에 대한 모

음이다”라고 정의하였다[4]. 유명한 건축대가 I. M. 페이
는 “모든 건축마다 개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이는 기
후, 장소와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의 역사, 인문 
및 문화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 이 또한 세계 각지의 건
축들이 각자의 독특한 양식을 지니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하였다[5]. 이를 통해 건축 공간 디자인에서 의
경, 양식, 개성은 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시대 및 다양한 지역이 서
로 다른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을 형성한다. 모든 실내 디
자인 형식이 반드시 시대의 사조, 자연 여건 그리고 인문 
풍습과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업 공간 실내 디자인
의 의경, 스타일, 개성은 문화 콘텐츠의 집중적 구현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 구상을 통해 서로 다른 시대의 사조
와 지역 특징에 대한 대표적 표현 형식이기도 하다.

건축 환경에서는 어떠한 공간에 대한 표현도 반드시 
무에서 유로, 생각에서 실제로 이루어 지는 과정을 지켜
야 한다. 이 과정은 정신적 사고와 표현, 방향 설정, 실행
과 응용, 안정과 지속적 발전의 과정이고, 이 과정들을 
실행하는 것은 문화 표현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매우 큰 영향을 일으킨다.

그림 1. 사회, 공간, 문화
  
2.1 전통적인 정신 표현
일본의 건축 대가 안도 다다오(安藤忠雄)는 자신의 저

서 <건축을 말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통에 
대한 승계는 전통적인 구체적 형태를 승계하는 것이 아
닌, 그 근본적인 정신적인 무언가를 승계하여 이를 다음 
세대까지 전해야 한다[6].” 그는 전통 문화에서 가장 근
원적인 것, 생명에 대한 인지와 심리적 위안을 추구하였
다. 구로카와 기쇼는 “전통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진정하게 이해를 해야 가장 특색이 있는 부분(언어)를 기
호로 분해하여 추상해낼 수 있고, 이 기호들을 새로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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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체계에 활용하여 현대 스타일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건축 문화에서 이와 같은 “전통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전통 문화 속의 심미 심리이고 문화 전통의 숨겨
진 표현이다[7]. 상업 공간에서 문화의 전통적 연속을 이
루는 것은 역사와 현실을 결합시키는 중요한 균형점이고 
실내 공간 문화를 나타내는 전통성과 혁신의 통합이다.

2.2 지역성의 안정적 발전
문화의 형식은 기나긴 축적 과정이고 각 지역 여건에 

따라 창조된 문화의 지역성도 모두 다르다[8]. 지역성은 
공간적 개념이지만 시간적 개념이기도 하고, 지역의 자
연 환경, 지리, 기후, 자원 등의 특수성과 일관성 즉 특정 
지역 문화 이데올로기의 특수성과 일관성을 강조한다. 
중국의 유명한 건축학자인 칭화대학의 우량푸（吴良
镛）는 <광의건축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역
성이란 일반적으로 최종 제품의 생산과 제품의 사용이 
모두 소비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건축은 지
어진 후 이동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거주 환경을 
형성하는데 이 환경은 또 점점 변화하고 발전하는 특징
을 지니게 된다[9].” 지역 문화는 건축 공간과 실내 환경
에 영향을 주고 건축 공간과 실내 환경도 마찬가지로 문
화를 전파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문화의 지원이 없다면 
건축 공간과 실내 환경은 공허한 것이 되며 전통 문화가 
가져다 주는 무게감이 결여되게 되므로 지역성은 상업 
공간 문화의 기본 표현이다. 비록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
화하지만 일정 단계에서 안정성을 지닌다.

2.3 대중적 주도 방향
미국의 학자 Albert J.Rutledge(1990)에 따르면, 사

람의 공간 행위는 환경 디자인의 유기적 구성 부분이고 
해당 환경에서 사용자들은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를 표현
하며 사상 교류와 문화 공유 등을 할 것을 요구한다[10]. 
이에 따라 공간 행위에서 사람의 영향 효과를 보다 잘 드
러내기 위해 상업 공간의 실내 디자인 과정에서 사람의 
대중적 행위에 대한 검증 여부가 결정된다. 대중적 생산
과 생활 소비가 사회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사
회학자들도 대중 사회를 “소비 사회”라 부르기도 한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대중들은 오합지졸 또는 군중이 아닌 
산업화 사회가 초래한 자연스러운 조합이고 이른바 엘리

트 문화와 대중 문화의 대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11]. 
대중들이 소비하는 것은 문화 상품의 사용 기능만이 아
니고 점차 소비 문화 기호를 방향으로 문화의 대중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상업 공간에서 문화의 대중성이 인정
되고 공간 주제와 발전 방향을 결정되어 비로소 공간 디
자인과 실행의 동력을 형성하고 보다 나은 공간 예술성
과 정신성을 탄생시킨다.

2.4 기술성의 지원과 응용
중국의 유명한 건축학자 량스청에 의하면: 건축⊂과학

∪기술∪예술, 즉 건축은 과학, 기술 및 예술의 집합이라 
하였다. 그는 기술은 건축이 실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주장하였다
[12]. 베르나르 스티글러(Bernard Stiegler)는 기술에 
대해 “기술은 생명 이외의 수단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
이다”라는 정의를 내렸다. 공간 문화의 표현은 기술의 지
원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성은 상업 공간 실내 디
자인의 문화 표현과 연속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2.5 생태성의 연속적인 발전
20세기 5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문화 인류학 학자 줄

리안 스튜어트(Julian Steward)는 자신의 저서 <문화 
변화론>에서 처음으로 문화 생태학을 제기하여 인류 문
화와 환경 사이를 연구하는 과학이 되었고 생태와 사람 
및 공간 환경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였다[13]. 미국 캘
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컴퍼스의 교수 사우어(Carl 
Ortwin Sauer)는 “문화 생태학파”를 설립하였는데, 환
경에서 생태학은 높은 관심을 일으키고 있고 공간 환경
에서 자연도 문화의 생태성을 벗어날 수 없다. 이는 자연
-경제-사회의 삼위일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인 구조이다[14]. 때문에 상업 공간에서 실내 디자인의 
문화 생태성은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환경과 균형을 이루며 공간에서 사람들의 자유, 
건강, 지속적 발전을 보장한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상업 건축 공간의 문화적 표현 
특성에 대해 서술한 학위 논문들도 있는데, [표 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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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업 건축문화와 관련된 논문의 정리

위에서 서술한 학자와 전문가의 관점을 종합해 관련 
논문의 관점을 정리하고, 상업건축 실내공간의 문화적 
표현특성에 대한 평가요소를 요약하면 주로 5가지로, 각
각 전통성, 지역성, 대중성, 기술성, 생태성이다.

상업건축 실내공간의 문화적 표현특성의 5가지 평가
요소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응용한 것은 각각 다음과 
같다. 전통성은 주로 공간의 패턴, 색조의 색상 응용을 
구현한다. 지역성은 공간의 구체적인 지리적 환경, 자연
적 조건과 역사성이 결합된 응용을 구현한다. 대중성은 
공간에서의 디자인을 각 계층의 소양, 관습, 심리 및 환
경을 고려해 상응하는 응용을 구현한다. 기술성은 실내
공간의 재료, 시공방법, 공예 등의 실제 응용을 구현한
다. 생태성은 공간 설계에서 사람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
계의 응용을 구현한다.

III. 중국 현대 상업건축 실내 공간의 문화적 
사례 분석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은 중국의 가장 유명한 4

요소1 전통성

출처 <Architectural Culture Market(2013)>、<A General Theory of 
Architecture(1992)>,<House Form and Culture>

개념

전통성이 두드러지는 시간 요소의 작용, 대대로 전해지고 생성된 건축 
속성.
전통은 창작에 참여하지만, 그 자체는 더 이상 창조적인 것이 아니며, 
오늘날 전통의 표현은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의 창작속
에 녹아 있다. 전통성은 다양함이 있고, 각 역사적 시기에 축적되어, 후
세에 의해 인정받은 계승의 가치가 있는 문화원소이다.

요소2 지역성

출처
《A General Theory of Architecture》、<Land,Site, 
Architecture(2004)>, <Cultural Identity and Architectural 
Design>

개념

지역성은 인문환경 및 문화적 특징으로, 지리적 요소와 기후적 요소 등 
지역적 요소의 여러 측면을 포함하고, 그것은 공간 요소의 작용을 두드
러지게 하면서, 자연적 조건에서 생겨나는 건축의 속성이다. 지역 문화
는 모두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도 다른 지역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현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하나의 개
방식 문화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다.

표 2. 문화 특성 평가 요소 개념

요소3 대중성

출처 《Culture and Society》, <The country and the city>

개념

대중문화는 한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로서, 대부분
의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비교적 통속적이다. 그것은 세속화된 문화로
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환경의 통합
화, 레저화, 오락화와 기호화를 구현한다. 그것은 또한 상업 메커니즘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소비 문화이고, 건축은 생활과 관계가 가장 밀접한 
예술로서, 기술의 종합적인 표현형식으로,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아 당대
인들의 대중적인 감정을 반영한다.

요소4 기술성

출처 <Handbook of Environmental Design(2003)>、<A General 
Theory of Architecture(1992)>

개념

기술은 이성의 특징을 가지며, 각종 현상의 본질과 규율의 지식 시스템
을 반영한다. 건축의 기술은 건축 재료의 확장 및 구조 기술의 혁신과 
관련되며, 기술은 끊임없이 혁신한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시대의 건축
은 분명하게 다른 예술과 문화적 특징을 보인다. 줄리어스 로타르 메이
어(Julius Lothar Meyer)는 전체 인류사회는 이미 “기술화”되었고, 합
리성, 보편성, 자율성과 같은 기술 자체의 특징들은 현대 사회의 문화가 
되었다고 여겼다.

요소5 생태성

출처 <The Meaning of the Built Environment(2003)>、<Handbook of 
Environmental Design(2003)>

개념

생태성 건축공간은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을 보호
하고, 자연친화적이며, 편안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공간이다. 건축 
공간의 생태성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건축 자체뿐만 아니라, 자원의 절
약과 종합적 이용을 강화하고,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생태화를 구현하
며,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면서, 자연적 
조건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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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일선 도시이다. 항저우, 난징은 새로운 일선 도시이고 
중국의 경제가 발달한 전형적 도시 대표이다(2018년 중
국산업정보망에 의하면, 상하이의 경제 총 생산액은 
26688억 위안, 베이징은 24541억 위안, 광저우 20004
억 위안, 선전 19300억 위안, 난징 15400억 위안, 항저
우 11700억 위안이다.) 이 6개 도시의 상업 건축은 비교
적 완전하고 성숙해 중요한 연구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인 도시의 상업건축 사례 6개를 결합
했는데, 이러한 상업건축들은 각각 2010년에서 2018년 
사이에 지어졌다.상업건축 실내공간의 가장 대표적인 로
비(lobby) 부근을 선택했다(상업 건축의 로비, 사이드 홀
(Side hall), 복도, 엘리베이터 부근, 에스컬레이터 부근, 
내부 정원 등은 실내의 중요한 공공 공간이고, 로비는 이 
공간의 핵심 위치에 분포되어 있다.) 건축에 대한 문화적 
함의는 전통, 지역, 대중, 기술, 생태의 다섯 가지 측면에
서 분석을 진행한다.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광저우 k11(Guangzhou K11)

광저우 K11 쇼핑아트센터는 광저우 최초로 만들어진 
예술관과 소매가 합쳐진 개념으로, 광저우 주장(珠江) 뉴
타운 CBD에 자리하고 있으며, 동탑군로(东塔裙楼) 
B2-L8층에 위치하며 총 10층이다. K11은 세계 최초로 
예술, 인문, 자연의 3대 핵심 요소를 융합한 브랜드로 예
술 감상, 인문체험, 자연환경 보호를 완벽하게 결합했다
[15].

쇼핑몰 내부의 테마 디자인에는 광둥성의 특색을 가진 
독특한 용수(榕树, 뿌리를 독특하게 내리는 나무의 일종)
의 개념이 녹아 있다. 주택 단지, 본토 예술, 문화 요소를 
디자인 속에 녹여냈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아이디어, 자
유 및 개성화 된 생활 브랜드를 구현하며 감각적 체험을 
가져오는 상업 공간이다. 광저우 K11은 주변 지역의 전
통적 생활 및 역사지리 등을 다차원적으로 통합하고, 이 
지역의 인문예술과 생활문화를 부각시키며 현대 도시인
들의 생활패턴을 구현했다.

사
례
1

광저우 k11(Guangzhou K11)

년도 2018년

위치 광저우（广州）

면적/유형 102000㎡ / 박물관

설계자 LT H K G 
roup（중국）

선정이유
세계 최초의 문화미술관 모델 개념 디자인의 상업건축 

공간으로, 2017년 A Design Award & Com 
petition대상을 받았다.

사
례
2

선전 믹스몰(ShenZhen Mixc Mall)
년도 2017년

위치 선전（深圳）

면적/유형 101000㎡ / 박물관

설계자 Ziggy（홍콩）

선정이유
동양미학의 표현을 가진 상업공간으로, 상업건축 WAN상 
1위, FX international interior design awards 대상을 

받았다.

사
례
3

난징 골드이글스(NanJing Golden Eagle)
년도 2017년

위치 난징 (南京)

면적/유형 400000㎡ / 박물관

설계자

 Frederic 
Rolland（건축외관）

仓直光男（일본 
Pinhole디자인）

선정이유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것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디자인을 

혁신하여 공간 디자인에서 미국 INTERIOR 
DESIGN‘GOLD WAITAN’상을 받았다.

표 3. 6개 사례 개요 

사
례
4

베이징 조이시티(Beijing Joy city)
년도 2010년
위치 베이징 (北京)

면적/유형 230000㎡ / 박물관

설계자
MARKLAND（일본 
TANSEISHA）、미국 

ATRL사

선정이유
베이징의 문화적 특색을 현대의 상업건축 공간 디자인에 

교묘하게 융합시켜, Asia Pacific Interior Design 
Awards대상을 받았다.

사
례
5

항저우 타워(Hangzhou Tower)
년도 2010년
위치 항저우(杭州)

면적/유형 180000㎡ / 박물관
설계자 장건봉(중국)

선정이유
지방 상업문화의 특색을 살려 항저우 상업공간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와 결합을 보여주며, 국제공간디자인대상 
IDEA-TOPS를 받았다.

사
례
6

상하이 슈퍼브랜드몰(ShangHai Super Brand Mall)
년도 2011년

위치 상하이 (上海)

면적/유형 240000㎡ / 박물관

설계자 Super Brand(미국)

선정이유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업건축 디자인 회사 미국 저디 
파트너십(The Jerde Partnership)이 완성한 상업공간은 
옛 상하이와 현대 상하이 사이의 문화가 지속되며 중국의 
트렌디한 도시인 상하이의 공간 디자인 특징을 나타내며, 

Andrew Martin 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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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전통성
 광저우 k11의 실내공간은 영남(岭南, 광둥
(广东)성·광시(广西)성 일대를 가리킴)지역 전
통의 대용수(大榕树)를 주요한 구상요소로 하
고 있으며, 대용수는 현지의 중요한 우의성 식
물로 길상과 행복을 나타낸다. 복층의 대형 공
공 휴게공간에 용수를 심어 전통적 요소와 현
대 건축예술이 결합된 문화의 융합을 나타낸
다.
문화의 지역성
광저우는 아열대지방에 위치하여, 햇빛과 빗물
이 충분하고 식물의 품종이 풍부한 중국의 꽃
도시이다. 실내공간 장식의 활용은 꽃과 같은 
식물의 예술적 조형을 모방하고, 실내에 음생
식물을 배치하여 풍부한 색채 배합을 형성하는 
등 꽃도시의 지역적 문화 특성이 뚜렷하다.

문화의 대중성

상업공간의 소비층은 포괄적이고, 대중적인 체
험식 구매소비구역을 구성하고 예술 공간과 공
유 플랫폼을 형성하여 대중의 생활과 예술 및 
상업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부각시켰다.

문화의 기술성

실내 인테리어에서는 교묘한 녹색건축 공간 디
자인의 구상 및 현대적 기술을 통해 일부 폐기
된 재료를 재활용을 통해 다시 이용하며, 친환
경 소재와 현지 원재료를 종합해 활용하는 것
에 주의하면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
고 도시 공공생활 장소의 환경의 질을 전반적
으로 향상시킨다.

문화의 생태성
실내공간은 농가와 같은 테마의 형식을 활용해 
현지식물을 대량으로 배치하여 수직정원 등의 
다차원 정원 경관을 조성한다. 상업 실내공간
이 본토의 생태환경과 잘 어우러져 도시 실내
공간에 오아시스 효과를 발생시켜 사람과 자연 
사이의 문화적 사고를 일깨운다.

표 4. Guangzhou k11(广州k11)의 문화성 분석

  
2. 선전 믹스몰(ShenZhen Mixc Mall)

선전 믹스몰은 선전시 난산구(南山区)에 위치하고 있
으며 쇼핑, 문화예술, 품격있는 생활이 하나로 어우러진 
프리미엄 부티크 체험센터로 새로운 동양미학의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상업공간에는 세 개의 큰 테마구역이 있는데, 동양미
학 생활구역(MIXC COLLECTION), 새로운 음식을 탐
색할 수 있는 구역 (MIXC KITCHEN), 도시문화가 담긴 
예술 공간 (MIXC ARTS)가 있다. 그 중, 동양미학 생활
구역(MIXC COLLECTION)은 일본의 유명 디자이너
（池贝知子）가 디자인했고, 전체 상업건축 공간의 핵심 
주제 방향으로, 그것은 패션, 예술, 문화를 하나로 갖춘 
고품격 쇼핑센터이다. 순수하게 구매소비를 위주로 하는 
상업공간과는 다르게, 쇼핑센터의 전체 공간은 독서, 전
시, 휴식, 쇼핑으로 융합되며 도서라는 특수한 상품으로 

전체 동선을 연결해 현지의 특색을 살린 문화시대의 상
업공간을 만들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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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전통성

선전의 전통 물결 곡선이 실내공간의 핵심 위치에 응
용되고, 화남(중국 남부 지역. 광둥(广东)성·광시(广
西)성·하이난(海南)·홍콩(香港)·마카오(澳门)지역을 
포함함)지역 전통의 선명한 장식 색채와 어우러져, 
상업건축 실내공간에서 연해도시가 표현하는 대담한 
혁신을 보여준다.

문화의 지역성

이 상업공간의 건설 프로젝트는 중국 남방의 가장 전
위적이고 활력 있는 도시인 선전이 공간 디자인의 응
용에서 나타낸 뛰어난 아이디어를 강조한다. 40년도 
안되는 역사를 가졌지만 발달도시라는 좋은 이미지
를 드러내며, 지역적 특징을 활용해 현대 장식 디자
인 요소에 대해 새롭게 사고하고 해석했다.

문화의 대중성

대중문화, 생활의 인도, 3대 테마구역, 그 중 동양미
학 생활지구(MIXC COLLECTION)의 테마의 디자
인은 서점을 전체적인 형식으로 소매 공간을 관통하
는 방식으로 공간에 대중의 레저 소비패턴을 만든다.

문화의 기술성

현대 기술과 재료를 활용하여, 현대의 신형 재료인 
PVC를 장식재료로 사용하였으며 금속 재료는 주로 
공간의 장식과 조형에 사용되어 정밀한 설치와 유연
한 처리를 하기 쉽다.

문화의 생태성

문화의 생태성은 실내의 로비 홀과 엘리베이터 근처 
등 공공공간을 관통하고, 넓은 면적의 덩굴식물들을 
벽 위에 장식하고 자연스럽게 시각적 공간을 형성함
으로써 좋은 생태적 효과를 만들어 낸다.

표 5. 선전 믹스몰(ShenZhen Mixc Mall) 

  
3. 난징 골드이글스(NanJing Golden Eagle)

난징 골드이글스는 ‘중국 제1의 상권’으로 불리는 난징
의 신제커우(新街口)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고, 총 6층이
다. 난징 골드이글스은 현대화된 국제 비즈니스 이념에 
따라 디자인, 기획, 배치되고 쇼핑, 외식 등 많은 서비스 
기능을 하나로 모은 상업건축이다. 실내공간은 조명문화
를 주요 핵심 주제로 하여, 전체 상업건축 공간을 관통하
고 다양한 현대적 표현원소를 결합하여 현지의 특색이 
풍부하다. 이것은 현재 세계 최대의 쇼핑몰 중 하나이며, 
상업건축의 실내공간은 문화적 아름다움과 실용적 기능
의 조화를 실현하고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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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전통성

중국의 문화 고도(古都) 난징의 전통문화 원소는 문체공간, 
다실, 전시공간 등 실내외에서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전
통적인 종이 펜던트, 나무 문양의 장식은 공공 공간의 디테
일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문화의 지역성
상업건축 프로젝트는 아열대의 동부 연해에 자리잡고, 도시
의 핵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다. 공간 내부는 중국 고대의 유
명 도시인 난징의 새로운 시대에서의 경제 발전 상태를 보
여주며, 동부의 발달된 지역 상업공간의 혁신적인 특징을 나
타낸다.

문화의 대중성

상업공간은 서비스의 대상을 고, 중, 저소비층으로 하여 소
비자가 선호하는 쇼핑, 오락, 레저 장소를 만들어 상업·무역
과 여행이 하나로 통합되는 상업 공간을 형성한다.

문화의 기술성

전통적인 모델을 타파하고, LED 램프를 실내의 주요한 장
식등으로 사용하고 거울을 보조로 응용한다. 또한, 에너지절
약을 위한 하이테크 조명 디자인을 통해, 조명의 디자인 효
과로 공간의 입체성과 풍부한 차원을 부각시킨다.

문화의 생태성

공간환경에서는 빛을 디자인 테마로 하고, 조명의 종합적인 
디자인은 실내 인테리어에서 필요한 많은 재료들의 수요를 
보완하고 장식 재료의 원가를 절감하면서 생태 환경 자원을 
합리적으로 응용하였다.

표 6. 난징 골드이글스(NanJing Golden Eagle)

  
4. 베이징 조이시티(Beijing Joy city)

베이징 차오양(朝阳)에 있는 조이시티는 미국의 
MARKLAND, 일본의 TANSEISHA가 공동으로 디자인
하였고 젊음, 패션, 트렌디, 품격에 초점을 맞춘 쇼핑, 외
식, 오락, 문화, 건설, 레저가 하나로 현대화된 대형 쇼핑
몰이다. 또한, 이곳은 국내 최초의 생태 테마인 실내 생
활구역이 있으며, 그 중‘조이야드(JOY YARD)’는 상권의 
핵심 랜드마크가 되었다[18].

상업건축 공간 중 생활MALL은 최상급의 가정생활, 오
락, 쇼핑의 기능이 있는 센터로 18~35세의 신흥 중산층
을 서비스 대상으로 한다. 전체 상업건축 공간은 지상 
11층, 지하 3층, 총 14층으로 세 가지 테마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것은 자연의 정수인 ‘하늘, 땅, 바다’ 세 가지 
원소를 영감으로 현지의 문화적 표현 특성을 결합한다. 
또한, 각 층별로 다양한 소비업종 및 브랜드 디자인은 핵
심 테마를 바탕으로, 전체 비즈니스 환경에 풍부하고 다
양한 실내공간 장식 경관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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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전통성

조이시티 상업건축은 실내외의 색조가 조화롭고 통일
되어 있으며, 베이징 전통의 전형적인 색상을 사용한
다. 공간에는 채도가 비교적 높은 빨간색 계열에 흰색 
계열의 색상을 배합해 사용하며, 선명한 색상으로 베이
징의 전통적인 표식 기호를 이어갔다.

문화의 지역성

조이시티는 베이징 차오양구 신흥도시권에 위치해 있
다. 주위에는 고급주택이 밀집해 있고 지하철 1호선과 
6호선이 있으며, 유동량이 많다. 쇼핑, 외식, 오락, 레
저, 문화, 교육 등의 여섯 가지 테마를 하나로 모은 공
간의 인테리어는 트렌드와 패션의 결합을 나타낸다.

문화의 대중성

대중 소비층은 18~38세의 신흥 중산층을 주력 시장으
로 포지셔닝하고 있으며, 패션의 달인, 트렌디하고 세
련됨으로‘글로벌 청년타운’과 같은 상업 공간을 만들어 
주요 집단과 하위 집단이 공간의 문화를 공유한다.

문화의 기술성

다양한 장식 공예 기술이 교차되어 표현되고, 공간 내
부의 천장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만든 예술적 장치이
다. 실내 인테리어는 친환경 페인트(예: 규조토, 생태
목)를 많이 사용하며, 입면의 세부 디자인, 하이z크 기
술이 결합된 장비z예: 전면 강화유리 엘리베이터)z를 
운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문화의 생태성

실내에서 친환경 소재와 인조식물을 비교적많이 볼 수 
있고, 계단 바닥, 기둥 주변 장식, 휴게공간 등에 많이 
분포하여 작지만 훌륭한 실내 생태계를 조성한다.

표 7. 베이징 조이시티(Beijing Joy city)

  
5. 항저우 타워(Hangzhou Tower)

항저우 타워 쇼핑센터는 항저우의 상업 핵심 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업건축은 ‘Z’자 형태로 서쪽에 D동 
화저점, 동쪽에 C동 곤하점이 있고, 환성북로를 두고 B
동, A동이 걸쳐 있으며 육교로 연결되어 있다. 상업건축
은 쇼핑, 외식, 레저오락, 컨간에는 부티크, 명품 매장이 
많이 입점 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이 모여 있다[12]. 또한 다양한 레스토랑, 슈퍼마켓, 미
용실, 부티크 호텔 등이 갖춰져 있어 세련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건축공간 중 로비, 복도 등의 공공공간에서 지
방 문화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전통 목재 조
각공예의 표현은 지방 문화와 현대 상업공간의 장식을 
교묘하게 결합시킨 것이다[1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 Vol. 19 No. 1040

전
통

지
역

대
중

기
술

생
태

표
현
특

문화의 전통성

항저우 타워 쇼핑몰은 항저우의 상업 핵심 구역에 위치
하며, 쑤저우와 항저우 일대의 전통요소가 뚜렷하다. 
항저우의 실크, 차 문화, 서호 문화 등을 실내공간 표현
에 융합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이름난 도시인 항저우
의 전통문화가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다.

문화의 지역성

상업건축은 중국의 동남연해지역 항저우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의 7대 고도이자 유명한 역사문화도시인 
항저우의 지역적 특징과 결합한다. 쇼핑몰의 실내 디자
인은 고도의 지역문화를 현대적인 장식으로 처리하고, 
하늘은 원이고 땅은 네모라는 고대 중국의 전통적 우주
관)'과 호응을 맞추고 있다.

문화의 대중성
실내공간은 대중들이 가정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
는 것을 컨셉으로 공간을 디자인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
활과 소비 특성에 맞춰,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소비패턴을 만들어 낸다.

문화의 기술성
실내공간 인테리어에, 전통의 나무격자 장식기술을 바
탕으로 신형 금속재질 몰딩, 유리 등을 추가해 조명의 
장식과 조화를 맞춰 테크닉감이 강한 실내환경 분위기
를 조성한다.

문화의 생태성

쇼핑몰 실내공간의 복도, 계단 모퉁이, 대형 창문 근처
에는 실내 생태식물 등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이러한 
식물은 유연하게 이동하고 조합할 수 있고 실내의 공기 
질을 조절할 수 있으며 장식효과도 뛰어나다.

표 8. 항저우 타워(Hangzhou Tower)

6. 상하이 슈퍼브랜드몰(ShangHai Super Brand 
Mall)

상업건축 공간은 지상 10층, 지하 3층, 총 13층으로 
패션 소매점과 특색 음식에서부터 오락체험, e-sports 
시설 전시홀, 테마 레스토랑까지 쇼핑, 외식, 레저, 오락
을 하나로 모은 현대화된 대형 쇼핑센터이다[20]. 실내
공간은‘사계절’을 주요한 문화의 개념으로 삼아, 현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하고 있다. 공간 내 소매층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개의 다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선택되고 디자인된 색상, 재료, 바닥 패턴, 지형 
디자인 및 기타 시설들은 모두 각 계절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 각 소비계층과 다양한 연령 집단의 교류
와 생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공간은 고급
스러운 품위만을 추구하지 않고 절제하면서도 오늘날의 
시대적 특색을 잃지 않는 독특한 상업건축의 공간문화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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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전통성

슈퍼브랜드몰 실내공간의 기둥과 복도 장식에 사용
된 색상은 옛 상하이 전통 문화의 특징을 가진 빨간
색, 회색에 흰색 톤의 배경을 넓게 매치했다. 전통의 
트렌디한 문화적 특색이 상업 실내공간 장식 전체에 
걸쳐 있다.

문화의 지역성
상업건축 프로젝트는‘동양의 월스트리트’로 불리는 
상하이 푸동(浦东) 루지아주이의 황금지대에 자리하
고 있으며 상하이 황푸강의 지역문화를 가지고 있다. 
로비에 달린 장식등과 특색 있는 천장 조형물 등 내
부장식을 통해 상하이의 시대문화적 흔적을 볼 수 있
다.

문화의 대중성

상업공간의 디자인이 향하는 것은 대중 소비에서 고
급 소비가 일부 포함된 테마 코스로, 인테리어는 시
민들의 생활, 오락, 레저, 소비 등의 기능을 결합해 
상업화되고 대중적인 쇼핑센터를 형성한다.

문화의 기술성
실내공간을 장식할 때 전통적인 공예기술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새로운 재료와 기술을 결합해 바닥에 
대리석 석재를 사용해 교차 형식의 패턴을 만들고, 
내마모성과 미끄럼 방지성을 높이고, 석고보드, 실리
카보드로 천장을 만들고, 스테인리스강으로 벽면을 
제작했다.

문화의 생태성

넓은 면적의 공공공간에서는 철골을 이용하여 반공
의 긴 예술복도를 들어올리고, 긴 복도의 실내에는 
수직으로 생태식물들이 심어져 있어 공간에 입체식 
생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생태의 흥미
로운 효과를 더해준다.

표 9. 상하이 슈퍼브랜드몰(ShangHai Super Brand Mall)

사례 색채 재료 조명 형태

사례 1
아이보리색, 
초록색, 연회
색

유리, 금속, 목재, 
친환경 플라스틱, 
타일

전반적으로 빛이 차가운 
편이고 자연광과 간접 조
명, 직접 조명 위주이다.

원형, 부채
꼴

사례 2 화려한 빨간
색, 주황색 금속, 목재, 타일

전반적으로 빛이 따뜻한 
편이고 간접 조명과 직접 
조명 위주이다.

곡선, 파도
형

사례 3
아이보리색, 
베이지색, 연
회색

금속, 목재, 타일, 
벽면 페인트

전반적으로 빛이 차가운 
편이고 간접 조명 위주이
고 곡선이다.

부채꼴, 원
형

사례 4 암홍색, 주황
색

금속, 타일, 알루
미늄 합판, 벽면 
페인트

전반적으로 빛이 차가운 
편이고 간접 조명 위주이
다.

부채꼴, 네
모

사례 5 회색, 주황색, 
연한 파란색

금속, 유리, 타일, 
목재, 벽면 페인
트

전반적으로 빛이 밝은 편
이고 직접 조명 위주이다. 네모, 원형

사례 6 회백색, 주홍
색, 베이지색

알루미늄 플라스
틱, 유리, 타일, 
스테인리스, 석재

전반적으로 빛이 베이지
색에 가깝고 직접 조명 위
주이다.

부채꼴, 선
형

표 10. 6가지 사례의 실내 디자인 특징에 대한 물리적 분석

위의 6개 사례는 모두 다양한 도시의 상업 공간 실내 
디자인의 특징을 드러냈고, 공간 문화 표현의 전통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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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성, 대중성, 기술성, 생태성 모두 각 지역의 경제, 풍습, 
지리적 환경 등의 영향을 받아 상업 공간 실내 디자인의 
색깔, 재료, 조명, 조형, 스타일 등의 측면에서 차이를 형
성하였다. 비록 현대의 신소재와 조명 방식에 대한 응용
이 크게 보면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각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다. 남부 도시의 상업 공간은 색상
이 화려하고 곡선 변화가 많은 조형을 사용하였고, 동부 
도시의 상업 공간은 밝은 색채 그리고 네모에서 부채꼴 
형태로 변하는 조형을 하였으며, 북부 도시의 상업 공간
은 차분한 색상, 원형과 사각형을 교차로 사용하여 뚜렷
한 대비를 이루며 중국 각 지역의 특색이 있는 상업 공간 
디자인 문화를 형성하였다.

7. 종합분석
이상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현대 상업건축 실내공간

의 문화적 표현특성을 다방면에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 지역의 경제, 역사, 풍습, 사회 환경, 지리적 조건, 심
지어는 그 지역 도시의 개방성과 중요성 등과도 밀접하 
관련되어 있다[표 11].

6개 사례들의 문화성 특성과 표현방식에도 공통성과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사례 1 광저우 k11(Guangzhou K11)

전통성  상업공간에서 영남지역 전통원소의 응용을 중시하고, 전통문
화의 정수를 부각시킨다.

지역성 상업공간의 장식은 광저우가 위치한 아열대 지역의 환경, 기후 
등과 조화를 이룬다.

대중성 미술관을 모델로 실내공간을 디자인하여 대중들이 소비에서 삶
을 구현하고 심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성 친환경 건축 설계 및 과학기술을 통해, 폐기된 재료들을 재활
용하여 친환경적인 상업 실내공간을 조성한다.

생태성  실내공간에 인터랙티브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를 테마로 한 
대형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특색 있는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사례 2 선전 믹스몰(ShenZhen Mixc Mall)

전통성 남쪽 해안도시의 전통적인 명쾌한 색조와 튀어오르는 이미지의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한다.

지역성 중국 연해 경제특구 상업건축 공간 디자인의 트렌디함과 혁신
을 구현한다.

대중성
중국 경제특구의 세련되면서도 전위적인 대중들의 소비패턴을 
나타내고, 공간 디자인은 주로 고급스럽지만 일반대중도 아울
러 고려한다

기술성 PVC, 유리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현대 기술을 결합하여 혁신
적인 공간을 만든다.

생태성 공공공간의 수직적 녹화를 주도하여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각적 
효과의 공간을 조성한다.

사례 3 난징 골드이글스(NanJing Golden Eagle)

전통성 상업공간은 난징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 요소의 결합을 보여준
다.

표 11. 사례별 종합 분석

지역성 중국 동남 연해도시 상업지역의 개방성과 빠른 발전을 드러낸
다.

대중성 가정 서비스 모델처럼 느껴지는 대량 서비스 소비 공간을 제공
합니다.

기술성 LED의 높은 기술을 응용하여 실내에 풍부한 장식 효과를 조성
한다.

생태성
에너지 절약의 차원에서, 공간 속에서 인테리어 재료를 교묘히 
통합해 활용하여 자원을 보호하고 충분히 활용하는 효과가 있
다

사례 4 베이징 조이시티(Beijing Joy city)

전통성 상업건축 공간은 베이징 전통의 경사스러움을 나타내는 색조와 
패턴을 사용한다.

지역성 중국 수도의 지역경제적 추세를 나타내며, 북방 상업공간의 완
벽한 문화지역성 장식의 특징을 반영한다.

대중성 유행하는 대중예술문화를 만들고, 상품에 있는 문화적 의미를 
파헤치며, 그와 관련된 소매판매를 활발하게 만든다.

기술성 다양한 장식 공예 기술들이 교차되어 표현되며, 공간에서 원재
료가 가지고 있는 재질 표현에 중점을 둔다.

생태성  실내 환경의 조명, 온도, 습도, 공기 움직임의 제한을 돌파하
고, 다양한 식물의 조합으로 쾌적한 실내 생태환경을 조성한다.

사례 5  항저우 타워(Hangzhou Tower)

전통성  공간은 항저우의 전통문화 원소를 응용하여 전통 요소를 보존
하면서 공간을 혁신적으로 돌파하였다.

지역성 유명한 역사적 도시이자 전자상거래가 발달한 항저우의 지역 
상업공간의 급속한 발전 특징을 보여준다.

대중성 다양한 장면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결합하여,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실내 활동 모델을 만든다.

기술성 전통 나무 재질에 스테인레스강 기술을 통합해 응용한다.

생태성
쇼핑몰의 실내공간은 전체적으로 이동이 용이하고 조합하기 편
한 실내 생태식물을 많이 배치하는 등 실내 생태문화를 다각도
로 표현하고 있다.

사례 6 상하이 슈퍼브랜드몰(ShangHai Super Brand Mall)

전통성
공간은 전통 상하이의 중서(中西)원소와 현대 상하이의 현대적 
혁신을 융합하고, 상업공간에서 전통 원소를 잘 사용해 오고 
있다.

지역성 동양의 월스트리트인 상하이 푸동의 경제적 발달과 전위적인 
지역공간 문화의 특성을 구현한다.

대중성 대중에게 고품격의 서비스 공간을 제공한다.

기술성 현대 스테인리스강 구조 기술을 통해 석재, 타일 등의 재료를 
가공하여 세부적으로 변형된 실내공간을 만든다.

생태성 실내공간에서 생태식물로 수직정원을 만들어 입체식 생태경관
을 형성한다.

문화의 전통성
- 상업공간의 장식에서 혁신적인 돌파를 탐색하는 상황아래, 현지 공공공간의 인
테리어 특징을 결합하여 전통문화의 요소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 상업건축의 실내장식 시장이 한 유형으로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
에, 현대 쇼핑몰의 기능과 부합하는 흐름을 유지하려는 상황 아래에서, 공간장식에
서 전통을 구현하고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문화의 전통성이 승화된 표현이다. (사
례5).

표 12. 전통·지역·대중 기술·생태의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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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 지역의 상업건축 실내 디자인이 표현하는 
것은 단일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고, 간단한 공간의 수요
도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상업건축 실내공간의 문
화적 다양성을 탐구해야 하고, 상업건축 실내공간에 표
면적으로 보이는 장식 효과와 내재된 표현방식에 대해서 
자신만의 종합적 기호가 필요하다. 이것은 공간의 표현
은 반드시 독특성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고유한 본질적
인 특징으로 실내공간 문화의 종합적 표현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6개의 사례들은 중국의 현대 상업건축에서 발전이 
가장 성숙하고 문화적 표현이 뚜렷한 도시의 건축들인
데, 그것들은 개방적인 사상으로 전통문화를 현대의 다
양한 원소들과 융합하고 있다. 또한, 표현 과정에서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각자 특색 있는 
상업건축 공간을 형성한다.

 IV. 결론

본문은 중국 상업건축 실내 공간의 대표적인 6개 사례
를 대상으로 문화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 문화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중, 상업건축 실내공간
의 문화적 표현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문화적 표
현특성의 평가요소를 추출하고 상업건축 공간이론에 대
한 관점을 비교했다. 현대 상업건축 실내공간의 문화적 
표현특성을 전통성, 지역성, 대중성, 기술성, 생태성 5가
지 평가요소로부터 분석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의 전통성 측면에서 보면, 상업건축 실내공
간은 구체적인 지역의 전통요소(풍습, 관습, 기호, 경관 
등)를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문에서 연구한 
6개의 사례들은 각각 다른 도시의 전통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광저우 k11의 로비 홀과 복도의 공간은 그 
지역 전통의 용수(榕树)를 사용하여 실내의 핵심 조형물
로 삼았다. 선전 믹스몰은 국제적인 첨단과학기술 도시
의 특색을 반영해,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물결 모양의 패턴을 선진화된 전자기술에 결합시켜 시대
적 감각이 강한 트렌디하고 혁신적인 상업공간을 만들었
다. 또한, 항저우 타워의 사례를 보면 전통적인 나무장식 
기호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실내의 입출구나 코너의 위
치를 알려주는 면에 나무 조형을 사용해 현지 전통문화
의 지속가능한 응용을 나타낸다.

둘째, 문화의 지역성은 상업건축의 실내공간은 현지의 
경제발전 정도, 역사적 내막, 지리적 환경조건, 기후 등 
사회와 자연환경 요인과 연관되어 있어 다양한 지역문화
의 특징이 생겨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광저우 
k11, 선전 믹스몰, 베이징 조이시티, 상하이 슈퍼브랜드
몰 이 네 개의 상업건축이 위치한 도시는 중국에서 경제
가 가장 발달한 도시로 연해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문화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난징 골드이글스, 
항저우 타워는 신1선 도시에 위치하는 중국의 유명한 고
도(古都)의 소재지로, 독특한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있으
며 상업공간에서 전통 지역문화와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
루고 있다.

셋째, 문화의 대중성은 상업건축의 실내공간이 사람들
의 생활과 연결된 장소로서 현지의 소비수준, 생활방식, 
지리적 위치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
은 대중문화의 통합화, 레저화, 오락화 그리고 기호화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베이징 조이시티, 상하이 슈퍼브랜
드몰, 선전 믹스몰의 동양미학 표현공간(MIXC 
COLLECTION), 이것들은 실내공간의 장식 디자인을 

문화의 지역성
- 현지 문화의 특징을 결합하여 지방성이 있는 지역 문화의 원소와 현대 언어 간
의 대화를 형성한다.
- 현대의 국제화된 상업건축 실내장식의 영향으로, 현지문화가 시대의 흐름을 따
라가며 새로운 활력과 지역문화의 특색을 만들고 있다. (사례1, 사례2, 사례3, 사
례5).

문화의 대중성
- 대중 소비자와 감정적으로 연결된 장식공간으로, 레저, 오락, 소비, 체험이 하나
로 된 기능이 다양한 현대화된 생활공간을 만든다.
- 디자인은 각 소비층과 다양한 연령 집단의 교류와 생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중요시하며, 고급스러운 품격이 있는 공간만을 추구하지 않고 대중의 취향을 아울
러 고려한다.

문화의 기술성

- 실내장식의 신형 생태재료(예: 생태목, 친환경 페인트)와 현대기술의 응용을 중
시하고, 재료가 공간에서 나타내는 시각적 효과를 중시한다. 또한, 기능, 미학의 
수요를 충족시켜 사회 문화에 적합하다. (사례 2, 사례 5)
- 다양한 인테리어 기술과 표현기법(빛의 특수효과, 색채의 응용)의 융통성 있는 
조합을 강조하며, 공간을 다양하게 만든다. (사례 3, 사례 6)
- 현지 전통 실내 장식 기술(나무 격자무늬)과 현대 실내 장식 기술(유리, 스테인
레스강 기술)을 결합하여 현지 장식 기술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사례 5)

- 전통장식 공예를 개선(폐기된 재료의 재활용)한 기술(사례 1)

문화의 생태성
- 상업공간은 양호한 생태 환경을 중시하고, 실내에 녹색 생태식물을 활용해 시민
들의 시각적 피로를 완화하고 실내의 공기 질을 조절한다.
- 현대 생태환경에서 재료자원의 절약을 중시하고, 건축기술 등을 통해 실내공간
에 테마식 생태문화공간을 창조한다.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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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대중들의 문화 의식을 유도하고 전승한 사례들이
다. 공간의 장식에서 디자인 테마를 핵심으로 삼으며 주
제를 심화하고 연장한다. 실내공간의 기능을 구분하고 
장식의 시각적 효과로 공간문화를 탐색하는 것에서부터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과정을 촉진하며, 현대의 국제 대
도시가 대중문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
다.

넷째, 문화의 기술성은 설계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실내 인테리어 시공 방법, 구조 형식(입면, 단면), 재료 
응용을 통해 폐기된 재료, 전통 재료와 현대 기술을 결합
하고,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공예, 
기술을 실내공간에 융합한 것이다. 예를 들어, 광저우 
k11, 선전 믹스몰, 난징 골드이글스, 항저우 타워의 실내
장식은 폐기된 후 회수된 재료를 다량으로 사용하여 칠
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통해 처리한다. 또한 전통공예와 
기법을 결합해 전통재료와 교차하여 활용하고, 재활용함
으로써 창의적이고 시대적 감각이 있는 공간을 형성한
다. 실내의 인테리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폐기품을 보석으로 바꿀 수 있는 효과에 도달하여, 기술
성은 보다 교묘하고 포괄적으로 문화를 재표현하고 있
다.

다섯째, 문화의 생태성은 상업건축 실내공간에 식물을 
도입함으로써, 장식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보호하면
서 다양화된 경관을 디자인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쾌
적하며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생태성은 실
내의 장식효과를 위한 디자인 필요이며, 생태환경을 조
절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 조이시티, 광저우 
k11의 사례에서 보면 실내 디자인에서 농장 채소밭 등
을 테마로 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실내 생태공간을 만들
어 냈다. 난징 골드이글스의 사례에서는 자원 절약이라
는 측면에서 출발해, 조명 효과를 사용하여 일부 천장과 
벽면의 장식을 대체해 많은 인테리어 재료를 절약함으로
써 문화 침투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구현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상업건축 실내공
간의 문화성은 간단하고 고립된 표현이 아닌 전통, 지역, 
대중, 기술, 생태의 다원적 통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꿔 말하면, 현대 상업건축 실내공간은 각 
지역의 발전과 그 전통, 지역, 대중, 기술, 생태가 융합된 
결과로 구체적인 지역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현대 상업건축의 실내공간을 표
현할 때는 지역문화를 포용하고 흡수하는 사고를 통해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 기술을 문화성을 부각시키
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전통 요소를 대중 생활에 
융합시키며 생태 환경 보호의 각도에서 활기 넘치는 공
간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상업 건축의 문화적 특성을 돋
보이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업건축 실내공간의 문
화성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며 문화의 침전과 승화
를 꾸준히 진행하여, 문화성의 표현을 재활성화
(Revitalize), 재변형(Retransform), 재창조(Recreate), 
혁신（Innovation）할 필요가 있다. 공간의 설계와 문
화의 사고를 형성하는 ‘3RI’모델은 중국 현대 상업건축 
실내공간의 문화적 표현 특성의 양호한 지속적 발전을 
주도한다. 상업 공간 문화의 다섯 가지 특성을 보다 훌륭
하게 나타내고 중국 제3의 공간에 전체적으로 활력을 가
져오고 효과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킨다.

현대 상업 건축 실내공간의 독특한 문화성에 대한 연
구를 통해, 상업 실내공간이 맹목적인 이익 추구로 서로 
같아지고 특색이 사라지는 현상을 피할 수 있다. 세계화
된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배경 아래에서 혁신적이고 
활력이 가득한 현대 상업건축 실내공간을 창조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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