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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xterior look and interior space of Boutique hotels

in Prague and to identify how the tradition and the modern styles were integrated in each ele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2 tradition and modern style integrated hotels in Prague. From the collected data, the

followings were investigated; what are traditional and modern elements, how they are integrated, and what the

ratio of the tradition and the modern style 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level of integration of

tradition and modernity in Boutique hotels in Prague, exterior look showed conservativeness and interior space

showed innovation. Second, in the conservative combination of exterior look, the traditional facade made conflicts

with the modernity of the signage but the expression was limited to the modern expression of façade and

signage maintaining the traditional form. Facades were modernized with the limitation such as not to interfere its

traditional atmosphere and signs were designed to be compatible with facade. Third, in the innovative integration

between the traditional and the modern of interior lobby, they partially maintained traditional elements or re‐

interpreted the traditional elements in modern terms in ceiling, walls, columns and windows and used modern

expressions in most of ornamental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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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에 의해 점차 복

잡, 다양해지고 있어 다원주의 가치관이 형성되었고 현

대인들은 개개인의 경험이 풍부해짐으로써 자신만의 개

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호텔도 숙박과 식음의

기본 서비스 외에 새로운 경험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디

자인에 차별성을 둔 부티크 호텔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부티크 호텔은 인간의 오감을 통한 체험과 유희의 장을

만들고 소비자의 감성이나 개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호텔은 한 나라의 문화를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나라의 전통적 특성이 드러나면서도 현대생

활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오랜 역사적 건축물들

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유럽은 기존 건축물을 그대로

두고 실내는 부분 또는 전체를 리노베이션한 부티크 호

텔이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체코의 프라하는 수많은 역사적 갈등을

거치면서도 구 도시 전체가 그대로 보존된 지역으로 유

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프라하

중심가는 신규 건축이 허용되는 곳이 거의 없다. 따라서

중심가가 지닌 고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해 외관은 유지한 채 실내를 리모델링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고 그 결과 천년 고도의 프라하가

지니고 있는 공간과 시간의 문맥 속에 현대의 편리함이

공존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주거공

간보다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이 먼저 수용하는데 특히

부티크 호텔은 글로벌 노마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호텔이므로 가장 빨리 트랜드를 흡수하는 공간1)이다.

1) 오혜경 홍형옥 홍이경 김도연 이소미, 생활세계의 공간감성, 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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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프라하 소재 부티

크 호텔의 외관과 실내공간의 특성을 분석하고 각 요소

에 신·구 양식이 어떻게 융합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며 이와 더불어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

펴보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한국에서 신·구 양식이 결

합된 공간을 계획할 경우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

조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현대적으

로 활용함에도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2.1. 조사대상의 선정 및 조사방법

프라하에 위치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 호텔 선정은 부

티크 호텔이나 디자인 호텔 전문 예약 인터넷 사이트2)

의 객실 200개 이하 호텔 리스트 중 신․구가 융합된 호

텔 7곳을 1차 선정3)하였고 그 외에 일반호텔 예약 사이

트4)를 조사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호텔 10곳을

2차 선정하였다. 다음, 이들 호텔의 신․구 융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홈페이지와 잡지, 사진사이트5) 및 관련 블

로그, 호텔예약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해당 호텔의 파사드

와 로비의 사진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수집하고 PPT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검토하여 신․구가 융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티크 호텔이나 디자인호텔 전

문 예약 인터넷 사이트의 7곳은 모두 해당되었고 일반호

텔 예약 사이트에서 선정한 호텔은 내부가 신․구 융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전통에 너무 치우치거나 중국풍이 가미

되어 있는 5곳을 제외하여 총 12사례가 최종 선정되었다.

번호 호텔명 디자이너명 건축년도(renovation) 객실수

1 K+K Central k+k 19세기 (2004) 130

2 ArIa SPATIUM 1897 (2003) 51

3 ICON ICON 19세기 (2007) 31

4 Three Storks Eva Jiricná 1794 (2006) 20

5 Barcelo Tichý & Kolářová 17세기(2007) 63

6 Red & Blue Jestico+Whiles 1890 (2009) 52

7 YasmIn VINCI 1898 (2006) 198

8 987 Gca 1890 (2006) 80

9 Sax Jaromir Pizinger 14세기 (2008) 22

10 MaximIlIan Eva Jiricna 1920년대 (2005) 71

11 Moods Zak & Vrtiska 19세기 (2010) 51

12 Josef Eva Jiricina 19세기 (2002) 109

<표 1> 조사대상

조사는 프라하 현지에서 대상 호텔 12곳을 직접 방문

하여 미리 작성해 간 PPT 자료와 대조ㆍ확인하면서 각

구성요소인 외부의 파사드, 입구, 간판과 내부 로비의 구

조요소인 바닥, 벽, 천장, 창, 문과 장식요소인 가구, 장

식품의 특성을 조사, 기입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현지에서 일차적으로 신․구의 융합을 확인하

였으며 판별이 불분명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재차 방문하

여 다시 확인하였다. 그 후 모든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최종 분석하였다.

2.2. 신․구 융합의 어휘 설정

신․구 융합에 관한 어휘는 대부분 전통성 표현방법이

란 명제로 연구6)되어 왔다. 각 연구진들마다 비슷한 어

휘를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언급되어 왔

던 어휘들을 중심으로 전통, 원형재현, 전통답습, 직접적

표현 등의 전통재현은 ‘전통고수’로 명명하였고 부분적변

용, 변화적수용, 원형변형, 변용적표현 등의 전통변형은

‘신․구의 보수적 융합’으로 명명하였으며, 전통재해석,

추상화 상징적, 개념적, 은유적 등의 전통재해석은 ‘신․

구의 혁신적 융합’으로 명명하였다.

어휘

종합

전통, 원형재현, 복고,

전통 답습, 직접적표현

부분적변용, 변화적수용,

원형변형, 변용적 표현

추상화, 상징적, 개념적,

은유적

전통재현 전통변형 전통재해석

설정 전통고수 신․구의 보수적 융합 신․구의 혁신적 융합

<표 2> 신․구 융합의 어휘 설정

2.3. 신구 융합 비중 분석의 내용 및 기준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통적인 외부에 내부가 현대화

된 공간이므로 먼저 현대화된 정도와 전통성 표현을 가

름하는 것이 우선으로, 조사된 공간 및 사진을 분석하여

전통적요소와 현대적요소가 무엇인지, 이들은 어떻게 융

합되어 있는지, 또 그 비중은 어떠한지를 조사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외부(파사드, 입구, 사인)와 내부(바닥, 벽,

천장, 창, 문, 가구, 조명, 장식품) 구성요소.의 디자인에

대한 신․구 융합 조사 및 비중 판별로 비중에 따라 점

수와 평균을 내어 최종 판별하였다.

공간 공간구성요소 신․구 융합의 비중 7)

외부 파사드 전면, 입구, 사인 1점: 현대(현대 90～100%)

2점: 신․구의 혁신적 융합(전통0-45%+현대55-100%)

3점: 신․구의 보수적 융합(전통55-100%+현대0-45%)

4점: 전통고수(전통 90～100%)

내부
구조

바닥, 벽, 천장,

창, 문

장식 가구, 조명, 장식품

<표 3> 조사 내용 및 분석기준

사, 2012, pp.104～118

2) www.epoquehotels.com, www.tablethotels.com, www.designhotels.com,

www.mrandmrssmith.com www.greatsmallhotels.com

3) Josef, MaximIlIan, ArIa, YasmIn, Three Storks, ICON, 987

4) www.booking.com, www.splendia.com, www.expedia.com,

www.my-prague-sights.com

5) www.flickr.com

6) 오혜경(2012), 현대화된 중국식 레스토랑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 특

성 연구 -홍콩소재 MT유형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

인학회논문집 제21권 4호, 선행연구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방법

저자 전통성 표현방법

홍진영·최상헌(2000) 재현적방법. 변형적방법, 재해석/추상화방법

김국선외(2003) 직설적모방. 부분적원용, 부분적변용. 개념적수용

오인욱(2003) 직설적복고, 원용, 변용, 문법성 수용방법

전성희·김진옥(2004) 전통답습. 전통과 현대의 융합, 재해석

전경희·남경숙(2005) 직접적방법, 변용적방법, 은유적방법, 상징적방법

이숙경·최상헌(2005) 재현. 절충, 재해석

오혜경·이지현(2007) 전통재현, 현대와 절충, 재해석/추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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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코의 건축양식 고찰8)

3.1. 중세 및 고딕 양식

프랑스에서 발생한 고딕양식은 13세기에 체코에 전해

졌다. 다른 유럽과 마찬가지로 수직성과 플라잉 버트레

스, 게이블, 스파이어 등이 대표적 장식요소이다. 뽀족탑

아치는 카렐 4세에 번창하였으며, 내부는 아치형 석구조

인 벽돌이 사용되었고 베네딕트 레이트(BenediKt Ried)

에 의해 기존 보헤미안 고딕 양식보다 복잡하며 발달된

시스템이 나타났다. 대표 건축물로는 성 비투루 성당9)과

카렐교, 성 아네슈카 수도원, 화약탑 등이 있다.

고딕양식을 대표하는

성 비투루 성당(좌)

화약탑(중)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 이르지

바실리카(우)

<그림 1> 중세시대의 대표건축

3.2. 르네상스 양식

14세기말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르네상스가 체코에 유입

된 것은 16세기로 주오 궁전과 종교적 건물에 지어졌다.

가장 오래된 르네상스 건물은 모라브스카 트르제보바

(Moravska Trebova)에 있는 성문이다. 보헤미아의 르네상

스 양식은 정면의 박공지붕에 반원코니스(Lunette)와 쿼터

아치로 홈을 넣어 장식하고 벽은 즈그라피토(Sgrafito)10)

기법과 기둥은 고전형식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내부

는 평천장, 궁형천장, 볼트천장, 돔천장에 회벽으로 마감하

고 장식 조각으로는 주로 인물, 릴리프 등이 사용되었다.

미누트하우스의

즈그라피토 장식(좌)

슈바르젠궁의

즈그라피토 장식(중)

반원코니스와

쿼터아치(우)

<그림 2> 르네상스양식의 대표건축물

3.3. 바로크 및 로코코 양식

체코의 바로크는 1700-1750년 사이에 자유스럽고 복

합적이며 동적인 건축 형태와 표면을 추구하여 가장화려

하고 중후한 양식으로 나타난다. 장 블레제 산티니 에이

첼(Jan Blazej Santini-Aichel, 1677-1723)은 미적이고 지

적인 고딕의 전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바로크 고

딕을 만들어 냈다. 프라하 바로크의 대표 건물로는 성

미쿨라셰 교회가 있다. 로코코는 바로크의 양감 가득한

장식에 비해 자유롭고 불규칙한 곡선과 경쾌하고 섬세한

것이 특징으로 건축보다 실내장식이 발전하였으며 대표

건물로는 ‘골즈킨스키 궁전’이 있다.

3.4. 신고전양식

이 시기는 나폴레옹의 앙피르 양식의 영향으로 기둥,

열주, 정원, 오벨리스크 등 고대사회의 형태를 충실히 재

현하여 실외는 대리석이나 석재, 실내는 나무 패널을 주

로 사용하였다. 신고전양식의 대표 건물로는 국립박물관,

국립극장, 루돌피움(예술가의 집)을 들 수 있다.

바로크양식의

성 미쿨라셰 교회(좌)

로코코양식의

골스킨스키 궁전(중)

신고전양식의

국립박물관(우)

<그림 3> 르네상스 이후 프라하 건축양식

3.5. 1900년 이후

(1) 아르누보

체코의 아르누보는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과

달리 ‘근대양식’으로 간주되어 혁신적이지는 않지만 전통

적 건축 형태에 금속의 꽃이나 인물 장식이 가미된 절충

적 양식으로 발전되었고 주로 프라하에서만 나타나고 있

다. 대표건물로 발라넥(Balanek)과 폴리브카(Polivka)가

설계한 프라하 시민회관(Municipal House)과, 요세프 판

타(Josef Fanta)가 설계한 윌슨 기차역(Wilson Train

Station)이 있으며, 도심의 호텔이나 은행 등 많은 아르

누보양식의 건물들이 있다. 또한 화가 알폰스 무하

(Alphonse Mucha)의 영향으로 포스터와 장식패널, 그림,

스테인드 글라스 등을 실내에 활용하고 있다.

프라하 시민회관(좌) 스테인드그라스(중) 검은 마돈나의 집(우)

<그림 4> 1900년대 이후 프라하 건축양식

(2) 큐비즘

아르누보의 꽃문양에 반발한 진보적 미술그룹이 브라

크와 피카소의 입체파 원칙을 도입하면서 1911년 프라하

7) 신․구 융합의 비중을 정확한 수치로 판별할 수는 없어 그 범위에

10%의 완충 간격을 두었다. 따라서 현대(현대 90～100%), 신․구

의 혁신적 융합(전통0-45%+현대55-100%) 등으로 하였다.

8) www.czech.cz, www.praguecityline.com, www.praguestory.com참고

9) 600여년의 공사기간으로 르네상스 첨탑, 바로크 지붕, 신고딕 등

다양한 양식이 혼용되어 있다.

10) 진한 회벽 바탕에 밝은 색 회벽을 바르고 겉 회벽을 긁어내 바탕

회벽에 그림을 형성하는 기법으로 기하학적 무늬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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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호텔명

파사드 구성요소 실내 구조요소 실내 장식요소 전통성

종합분석파사드 입구 간판 천장 바닥 벽 창/ 문 가구 조명 장식품

1
K & K

Central

관련

이미지

전통을 고수한

파사드와 입구.

실내구조요소는

조각장식이 있는

볼트형 천장과

난간, 엘리베이터

벽으로 신․구

융합. 장식요소는

현대적가구와 아

르누보조명으로

신․구 융합

점수 4 4 3 3 1 4 3 1 4 3

디자인

특성

․파사드: 아르누보스타일 전통고수

․입구: 전통고수-식물문양의 아치형 철재

후레임 캐노피와 철제문 ․간판: 입구양

옆과 베이윈도우 위 작은글씨

․천장: 반원볼트형 천장에 회벽식물조각장식

․바닥: 타일 ․벽: 식물문양의 벽면, 아르누

보 철제난간과 엘리베이터벽

․창/문: 곡선형장식의 창문, 스테인드글라스

․가구: 직선의 오닉스 리셉션테이블,

현대적 업홀스터리 의자와 소파

․조명: 곡선프레임 샹드리에

․장식품: 아르누보 타일프레임 거울

2 ArIa

관련

이미지

전통을 고수한

파사드에 입구와

문의 형태는 전

통, 재료는 유리/

금속으로 신․구

의 융합.

실내의 신․구

융합은 벽, 기둥

및 가구로 구성

됨

점수 4 2 3 3 1 3 3 2 2 3

디자인

특성

․파사드: 네오르네상스스타일 전통고수

․입구: 금속프레임/유리반원아치/키스톤

․간판: 입구 양옆 석조에 작은 글씨

․천장: 유리서까래천창. 고전몰딩우물천장

․바닥: 악보문양 타일 ․벽: 고전몰딩과 베이

스가 있는 기둥과 벽, Josef Blecha의 해학적

캐리커처벽 ․창/문: 나무프레임유리문

․가구: 현대와 전통가구 병행 사용

․조명: 다운라이트, 전통테이블스탠드

․장식품: 몰딩 있는 Pedestal 위 말조

각과 화분

3 ICON

관련

이미지

전통을 고수한

파사드와 입구.

실내구조요소는

도릭기둥과 전통

나무문으로 신․

구 융합. 장식요

소는 전통샹들리

에와 현대적 가

구로 신․구 융

합

점수 4 4 1 1 1 3 3 1 4 1

디자인

특성

․파사드: 네오클래식스타일 전통고수

․입구: 전통고수-문상부 반원아치와 전통

조각, 몰딩있는 나무판넬문

․간판: 작은 글씨의 세로로 배치한 배너

․천장: 평천장

․바닥: 석재타일

․벽: 도릭기둥, 패브릭벽, 페인트벽, 철제난간

․창/문: 몰딩 있는 전통 나무판넬문

․가구: 직선적 프론트데스크, 패브릭

업홀스터리 의자 및 소파

․조명: 전통 샹들리에 및 벽등, 네온

․장식품: 판넬액자

4
Three

Storks

관련

이미지
전통을 고수한

파사드와 입구.

실내 구조요소는

단순화한 크립프

트로 신․구 융

합, 장식요소는

모두 현대적임

점수 4 4 3 3 1 3 3 1 1 1

디자인

특성

․파사드: 네오르네상스스타일 전통고수

․입구: 전통고수-나무판넬문

․간판: 건물코너에 위치-상징인 3마리 황

새와 로고가 있는 금속판

․천장: 중세교회 지하크립프트 천장의 단순화

․바닥: 대리석 타일

․벽: 반원아치벽, 니치

․창/문: 전통고수창문, 유리문

․가구: 무늬유리 조명내장 프론트데

스크, 현대적 가죽의자, 유리테이블

․조명: 벽내장간접조명

․장식품: 상징문양, 추상화액자

5

Barcelo
Old
town
Praha

관련

이미지

전통을 고수한

파사드와 입구.

실내구조요소는

볼트천장, 벽면아

치와 철구조 천

창의 신․구 융

합. 장식요소는

모두 현대적임

점수 4 4 3 3 1 3 3 1 1 1

디자인

특성

․파사드: 신고전주의스타일 전통고수

․입구: 전통고수-세그멘탈아치, 나무판넬

문, 키스톤, 키스톤위 코니스와 조각장식

․간판: 입구상부 코니스내 입체글씨,

․천장: 볼트천장, 철구조의 천창

․바닥: 석재타일, 카페트 ․벽: 까치발이 있는

연속된 아치, 페인트벽, 우드판넬벽.

․창/문: 몰딩있는 나무문, 루버창, 통유리창

․가구: 조명이 내장된 직선의 프론트

데스크, 직선의 패브릭의자

․조명: 트랙라이팅, 스탠드, 브라켓

․장식품: 인물조각상, 그림

<표 4> 조사 결과

중심의 체코 큐비즘을 형성하여 공예, 가구, 회화, 건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 분야에서 고유한 조형세계를

표출하여 내부공간은 내. 외벽의 수직, 수평적 통합과 벽

체 구조로 개방된 실내는 불투명한 벽체와 유리로 투명

한 벽체의 중첩이 주가 되었다. 최초의 건물은 1912년

요세프 고카르(Josef Gocar)의 검은 마돈나의 집으로 현

재는 체코 큐비즘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4. 신․구 융합의 조사결과 및 디자인 특성

4.1. 조사결과

프라하 소재 신․구 융합 호텔의 파사드와 로비를 조

사한 결과 <표 4>와 같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5호 통권94호 _ 2012.10312

번

호
호텔명

파사드 구성요소 실내 구조요소 실내 장식요소 전통성

종합분석파사드 입구 간판 천장 바닥 벽 창/ 문 가구 조명 장식품

6

Red

&

Blue

관련

이미지

전통을 고수한

파사드와 세그멘

탈아치 유리문이

첨가된 입구. 실

내구조요소는 세

그멘탈아치 들보

천장과 유리문으

로 신․구 융합.

장식요소는 모두

현대적임.

점수 4 3 1 2 1 2 2 1 1 1

디자인

특성

․파사드: 네오르네상스스타일 전통고수

․입구: 장식 있는 까치발 캐노피, 세그멘

탈아치 유리문

․간판: 작은글씨의 세로로 배치한 배너

․천장: 세그멘탈아치 들보천장

․바닥: 타일

․벽: 레터링금속아트월, 반원형니치, 페인트벽

․창/문: 세그멘탈아치유리문

․가구: 현대적 가죽소파, 조명내장리

셉션데스크, 패브릭업홀스터리의자

․조명: 금속펜단트, 벽등, 계단유도등

․장식품: 도자기, 액자

7 Yas

mIn

관련

이미지

전통을 고수한

파사드와 입구.

구조요소는 연속

된 아치 복도와

크노소스의 기둥

의 신․구 융합.

장식요소는 모두

현대적임.

점수 4 4 2 2 1 2 1 1 1 1

디자인

특성

․파사드: 네오고딕스타일 전통고수

․입구: 전통고수-세그멘탈 아치/ 나무판넬

문/ 키스톤

․간판: 작은 글씨의 세로로 배치한 배너

․천장: 평천장, 아치천장 ․바닥: 쪽마루

․벽: 연속된 세그멘탈 아치와 에칭유리, 원

형유리벽, 크노소스궁전 기둥의 현대적 해석

․창/문: 에칭유리자동문

․가구: 직선의 현대적 프론트데스크,

Patricia Urquiola의 의자

․조명: 구형펜던트, 다운라이트

․장식품: 초현실적 조각장식품

8
987

Hotel

관련

이미지

전통을 고수한

파사드와 유리문

이 첨가된 입구.

실내 구조요소는

세그멘탈 볼트천

장으로 신․구

융합. 장식요소는

모두 현대적임

점수 4 3 3 3 1 1 1 1 1 1

디자인

특성

․파사드: 네오클래식스타일 전통고수

․입구: 전통고수-코니스, 덴틸몰딩, 필라스

터와 현대적 유리문

․간판: 없음-입구 위 작은글씨

․천장: 세그멘탈 볼트천장

․바닥: 석재타일, 카페트

․벽: 붉은색 유리벽, 페인트

․창/문: 유리

․가구: 금속리셉션테이블, 높은등받이

의 빌트인 체어, 대형스툴

․조명: 건축화조명, 펜단트조명

․장식품: 쇠뿔형조명장식, 도자기장식

9 Sax

관련

이미지

전통을 고수한

파사드와 어닝을

첨가한 입구. 실

내구조요소는 세

그멘탈아치와 볼

트 천장, 자유곡

선의 신․구 융

합.장식요소는 모

두 현대적임.

점수 4 3 2 1 1 2 2 1 1 1

디자인

특성

․파사드: 네오르네상스스타일 전통고수

․입구: 아치형어닝캐노피, 몰딩 있는 우드

판넬문

․간판: 입구위 돌림띠장식사이 작은글씨

․천장: 세그멘탈 볼트천장, 원형천창, 자유곡

선 천장 ․바닥: 카페트 ․벽: 연속된 세

그멘탈아치, 자유곡선 개구부, Optical art 벽

․창/문: 세그멘탈아치 유리문과 창

․가구: 직선의 리셉션데스크, 팬톤,

임스, 샤리넨 의자

․조명: 다양한 펜단트조명 열거,상드리

에, 건축화조명 ․장식품: 액자

10 Maxi
mIlIan

관련

이미지

전통을 고수한

파사드에 현대화

된 스틸/유리캐노

피를 덧붙인 입

구. 실내구조요

소는 계단참 의

천장 부근 패디

먼트 장식의

신․구융합을 제

외하면 모두 현

대적임.

점수 4 2 2 1 1 2 1 1 1 1

디자인

특성

․파사드: 네오바로크스타일전통고수

․입구: 금속프레임유리창과문/ 유리캐노피

․간판: 유리캐노피에 부속, 드러나지 않는

크기의 글씨

․천장: 평천장, 천창 ․바닥: 대리석타일, 카페

트 ․벽: 조명내장오닉스아트월, 페인트벽.

파사드 창문위장식과 같은 계단참의 페디먼

트장식 ․창/문: 유리

․가구: 아르네야콥센 에그체어, 금속

프레임 가죽의자, 유리테이블

․조명: 간접조명, 다운라이트

․장식품: 추상화/인물화액자

11 Moods

관련

이미지
19세기 빌딩을

네오르네상스 스

타일로 재구성

-내부공간은 디

자인 컨셉에 맞

게 자연재료와

현대적가구 사용

점수 4 2 2 1 1 1 1 1 1 1

디자인

특성

․파사드: 네오르네상스스타일 전통고수

․입구: 통유리문

․간판: 입구상부 작은글씨(네온삽입), 입구

유리에 작은 글씨

․천장: 들보노출 평천장에 노출콘크리트

․바닥: 노출콘크리트 ․벽: 스틸 기둥, 대나무

장식 아트월, 이끼벽, 노출콘크리트

․창/문: 유리

․가구: 자유곡선 의자, 플라스틱의자,

직선형 리셉션데스크

․조명: 트랙라이팅, 네온장식 로고

․장식품: 자연 상징 장식, 벽걸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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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호텔명

파사드 구성요소 실내 구조요소 실내 장식요소 전통성

종합분석파사드 입구 간판 천장 바닥 벽 창/ 문 가구 조명 장식품

12 Josef

관련

이미지

각 창문에 쉐이

드를 부착하여

약간의 현대화가

진행된 파사드에

1층전체와 입구

및 로비를 유리

와 스틸로 현대

화. 파사드에서만

전통성을 느낄

수 있음.

점수 3 1 1 1 1 1 1 1 1 1

디자인

특성

․파사드: 전통변형-1층 전면 통유리벽, 2층

이상 창에 어닝형 쉐이드

․입구: 반원형 금속/유리 캐노피, 회전문

․간판: 없음-1층 전면유리에 작은 글씨

․천장: 우물천장, 평천장 ․바닥: 대리석타일

․벽: 페인트벽 ․창/문: 유리

․계단: 유리 나선형 계단

․가구: 젖빛유리 프론트데스크, 가죽

이지체어, 필립스탁 아크릴 의자

․조명: 다운라이트, 건축화 조명

․장식품: 철제구조물, 거울배경액자

번

호

외부 내부

파사드 융합 비중 구조 요소 장식 요소 융합 비중

전면 입구 간판 점수 평균 천장바닥 벽 창문가구조명소품 점수 평균

1 ● ● ◉ 11 3.67 ◉ ◯ ● ◉ ◯ ● ◉ 19 2.71

2 ● ◎ ◉ 9 3.00 ◉ ◯ ◉ ◉ ◎ ◎ ◉ 17 2.43

3 ● ● ◯ 9 3.00 ◯ ◯ ◉ ◉ ◯ ● ◯ 14 2.00

4 ● ● ◉ 11 3.67 ◉ ◯ ◉ ◉ ◯ ◯ ◯ 13 1.86

5 ● ● ◉ 11 3.67 ◉ ◯ ◉ ◉ ◯ ◯ ◯ 13 1.86

6 ● ◉ ◯ 8 2.67 ◎ ◯ ◎ ◎ ◯ ◯ ◯ 10 1.43

7 ● ● ◎ 10 3.33 ◎ ◯ ◎ ◯ ◯ ◯ ◯ 9 1.29

8 ● ◉ ◉ 10 3.33 ◉ ◯ ◯ ◯ ◯ ◯ ◯ 9 1.29

9 ● ◉ ◎ 9 3.00 ◯ ◯ ◎ ◎ ◯ ◯ ◯ 9 1.29

10 ● ◎ ◎ 8 2.67 ◯ ◯ ◎ ◯ ◯ ◯ ◯ 8 1.14

11 ● ◎ ◎ 8 2.67 ◯ ◯ ◯ ◯ ◯ ◯ ◯ 7 1.00

12 ◉ ◯ ◯ 5 1.67 ◯ ◯ ◯ ◯ ◯ ◯ ◯ 7 1.00

평균 3.92 3 2.17 9.08 3.03 2 1 2.55 2 1.08 1.58 1.33 11.25 1.61

여기에서 전면은 입구부분을 제외한 파사드를 말한다. ●:전통고수(4점)

◉:신․구의 보수적 융합(3점) ◎:신․구의 혁신적 융합(2점) ◯:현대적(1점)

4.2. 신․구 융합의 비중 점수 및 평균

프라하 소재 신․구가 융합된 부티크 호텔 12사례를

외부와 내부로 구분하고 전통과 현대의 비중에 따라

각 요소별 점수와 평균을 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신, 구 융합의 점수 및 비중 분석

이를 보면 프라하 소재 신․구 융합 호텔의 외부와 내

부는 모두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고 있었다. 외부 구성요

소 중 전면은 1사례를 제외하고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고 입구는 전통고수 5사례, 보수적 융합 3사례, 혁신

적 융합 3사례였고 현대가 1사례 있었다. 또 간판은 전통

을 고수한 사례가 없었고 보수적 융합 5사례, 혁신적 융

합 4사례, 현대가 3사례였다. 따라서 조사대상 호텔의 외

부에서 전면은 전통을 고수하고 1층의 입구와 간판은신․

구가 융합되어 있는데 비중은 평균 3.0과 2.17로 입구는

전통을 고수한 5사례를 포함하여 전통표현이 더 높았다.

내부공간은 전통 그대로를 사용한 곳이 12 호텔의 모

든 구성요소에서 3사례만 나타날 정도로 신․구 융합과

현대적 비중이 높았다. 이의 평균은 구조요소 1.75, 장식

요소 1.5로 장식요소의 현대적 비중이 더 높다. 이를 자

세히 보면 구조요소에서 천장은 전통고수가 없고 보수적

융합 5사례, 혁신적 융합 2사례, 현대 5사례였다. 바닥은

모두 현대적이었으며 벽은 전통고수 1사례, 보수적 융합

4사례, 혁신적 융합 4사례, 현대가 3사례였고 창/문은 보

수적 융합 5사례, 혁신적 융합 2사례, 현대 5사례였다.

따라서 조사대상 호텔의 내부 구조요소에서 바닥은 모두

현대적인 반면 천장과 벽, 창/문은 보수적 융합, 혁신적

융합, 그리고 현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어 현대적이면서

도 전통적인 요소가 남아 있었다. 이는 벽이나 천장, 창

문의 구조를 변경하기 보다는 이를 활용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한편 장식요소에서 가구는 혁신적 융합 1사례,

현대 11사례이고 조명은 전통고수 2사례, 혁신적 융합 1

사례, 현대 9사례였으며 장식품은 보수적 융합 2사례, 현

대 10사례여서 현대가 지배적이었다. 이 중 조명이 1.58

로 전통 비중이 약간 높은데 이는 천장 구조에 부합되는

조명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가구나 장식품은 벽,

천장 등 구조요소와 달리 이동 가능하므로 가장 손쉽게

현대화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3. 신․구 융합의 디자인특성

(1) 외부

프라하 소재 신․구 융합 호텔의 외부는 전통고수 5사

례, 보수적 융합 6사례, 혁신적 융합 1사례로 전통의 표

현 비율이 높았다.

1) 전통 고수

전통 비중이 90～100%로 현대적요소가 극히 미비한

경우인 사례 1, 4, 5, 7, 8이 이에 해당된다. 대부분 출입

구와 1층 창문 크기나 형태에 변화가 없고 입구도 몰딩

이 강한 나무문을 사용한 공통점이 있다.

사례 1의 아르누보양식의 철재 캐노피와 입구 사례7 입구장식과 문

<그림 5> 전통을 고수하는 주 출입구

입구는 입구주변의 장식과 나무 판넬문으로 전통을 고

수하고 있는데, 사각 필라스터에 코니스와 덴틸몰딩을

사용(사례 8)하고 세그멘탈 아치에 키스톤 장식으로 입

구를 강조(사례 5, 7)하고 있다. 식물문양으로 장식된 철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5호 통권94호 _ 2012.10314

재 캐노피와 철제문을 유지(사례 1) 하고 있다. 현대적인

간판은 사용하지 않으며 입구 위에 작은 입체문자로 사

인을 대체(사례 4, 5, 8)하고 호텔의 이름에 맞는 문양과

조각으로 장식11)하고 있다.

사례4 상징문양(황새)과 사인 사례5의 상징문양과 사인

<그림 6> 외관에 나타난 전통문양과 사인

2) 신․구의 보수적 융합

전통 비중 55～100%, 현대 비중 0～45%로 전통이 현

대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 2, 3, 6, 9, 10, 11이

이에 해당된다.

전면은 전통을 유지하고 주로 입구와 1층 창문에서

신․구의 융합이 이루어진다. 입구는 전통을 유지하나

입구와 1층 창문의 장식몰딩을 단순화하고 확장하여 사

용하는 방법(사례 3), 입구와 1층 창문의 장식몰딩은 유

지하나 입구를 현대적 재료로 단순화한 방법(사례 2, 6),

입구와 1층 창문의 장식과 출입문 모두 현대적으로 단순

화한 방법(사례 10, 11)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입구를

강조하기 위해 상징조각과 문양(사례 2, 3)을 사용하고,

캐노피를 설치하고 있다. 캐노피는 외관의 개구부(사례

6, 9)와 주변의 장식몰딩에 따라(사례 10)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외관의 전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현대

적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3: 1층 창문 확장 후

고정창

사례11: 1층 창문 확장,

자동유리문

사례10: 창문확장 및

캐노피설치

사례9: 아치형 어닝을

설치하여 입구 강조

사례6 : 입구를

유리도어로 대체

사례2:

철재후레임에

유리사용

<그림 7> 신․구가 융합된 1층 창문과 입구

간판은 현대적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파사드에 강조

하기보다는 부속되어 건물과 융화 할 수 있는 세로로 긴

배너(사례 3, 6, 10)와 깃발(사례 8)을 사용하고 있다.

배너는 깃발을 현대화한 것으로 건물외벽 철재 부속물에

부착되어 현대적이지만 전면의 전통성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현대적인 아크릴간판을 사용하고 경우에도

몰딩과 몰딩사이에 위치시켜 층을 분리하는 건물의 돌림

띠와 같은 역할(사례 9)을 하거나 입구 상부에 건물마감

재의 크기에 맞게 설치하여 파사드를 장식하기 위한 부

재(사례 11)로 보여 전면의 전통성을 해치지 않는 방법

을 사용하고 있다.

사례3 입구의

성상(icon)조각과 배너형 사인

사례2 입구 키스톤의

음계(aira)문양과 깃발

<그림 8>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입구의 간판

이처럼 외관에서 보여 지는 보수적 융합사례들은 1층

창문이나 입구를 단순화한 유리문으로 교체하고 호텔의

입구는 출입을 유도하기 위해 강조한 반면 호텔의 상호

나 사인은 현대적이나 잘 드러나지 않도록 융합하였다.

3) 신․구의 혁신적 융합

전통 비중 0～45%, 현대 비중 55～100%로 현대가 전

통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 12가 이에 해당된다.

1층 전체에 전면유리와 회전문을 설치하고, 현대적으

로 해석한 반원형 유리 캐노피에 설치하여 파사드에서

입구가 강하게 드러내도록 하였다. 2층부터는 창문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창마다 유리와 타공판을 사용한

쉐이드를 설치하였다. 별도의 사인은 없이 전면유리에

로고를 레터링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례12: 1층 전체를 전면유리로 마감하고 출입구는 회전문으로 변형

<그림 9> 현대적으로 개조한 주 출입구

보수적 융합과 다르게 1층 전체를 유리로 사용하고 있

으며, 전통적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함으로서 전통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2) 내부

전통적 외부에 비해 내부는 신․구의 보수적 융합 3사

례, 신․구의 혁신적 융합 7사례, 현대 2사례로 현대의

11) 프라하의 경우 예전에는 집을 찾기가 힘들어서 집을 상징하는 마

크나 문양을 외부에 장식하여 집을 찾았다고 한다. 이러한 방법은

현재까지 이어져 호텔의 상징문양(사례4)으로 장식하거나 새로이

리노베이션 하면서 과거 건물을 상징하는 조각을 복원하여 이를

호텔의 상징물(사례5)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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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높여 현대적인 편리함을 강조하고 있다.

1) 신․구의 보수적 융합

전통 비중 55～100%, 현대 비중 0～45%로 전통이 현

대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로 사례 1, 2, 3이 이

에 해당된다. 이 사례들은 바닥을 제외한 구조적 요소인

벽과 천장, 창/문 등에서 전통요소를 유지하거나 부분적

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장식요소인 조명과 소품에서도

전통요소를 부분적으로 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례 1은 기존의 아치형 천장구조와 기둥과 벽면의 프

루팅과 몰딩장식을 간소화하고 이에 맞는 샹드리에를 사

용함으로써 신구가 융합되고 있으며, 특정공간12)은 전통

요소를 그대로 유지 보전하여 전통비중이 강하게 나타나

고 있다. 중정을 로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 2는 고전몰

딩장식이 있는 유리서까래 천장으로 마감하고 고전몰딩

과 베이스를 벽과 기둥에 사용하고 몰딩으로 장식된 창

과 문을 사용하고 있다. 장식품도 말조각상과 여인상, 그

림액자 등 고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사례 3은 금색

으로 도금한 도릭기둥과 철재장식 난간, 몰딩으로 장식

된 창과 문, 샹들리에 등을 사용하고 있다.

사례1 천장, 벽, 기둥,

조명의 전통요소

사례2 벽과 천장의

몰딩장식

사례3 기둥과 계단난간,

조명의 전통요소

<그림 10> 실내구조에 나타난 전통요소

이처럼 보수적 융합의 사례는 실내 구조요소와 고전몰

딩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실내구조요소를 보전하고 있기에 전통비중이 높게 나타

나고 이러한 구조요소의 전통비중에 따라 내부 장식요소

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2) 신․구의 혁신적 융합

전통 비중 0～45%, 현대 비중 55～100%로 현대가 전

통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전통의 양이 많지 않은 사

례4, 5, 6, 7, 8, 9, 10이 이에 해당된다. 이 사례의 공통점

은 천장과 벽, 창문의 구조적 요소 중 극히 일부분에서

전통요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또한 현대적으로 재현하

거나 재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례4 크립프트 형태는

유지하고 페인트로 단순화

사례5 기존 건물의

아케이드를 장식요소로

사용

사례7 세그먼트아치와

기둥, 크노소스 기둥

현대적으로 재해석

<그림 11> 현대적으로 단순화한 전통요소

실내의 신․구 융합방법은 벽과 천장, 기둥의 전통요

소를 단순화(사례 4, 6, 7)한 방법, 고전요소를 현대적으

로 재해석하여 배치(사례 7)한 방법 벽이나 천장 구조를

이용 하여 이를 장식(사례 5)이나 조명(사례 8)으로 사용

하는 방법이 있다. 신구의 보수적 융합사례와는 달리 고

전적 몰딩장식을 없으며, 일부분을 제외하고 벽면은 현

대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벽면 장식방법의 하나로 아트월

(사례 5, 6, 7, 8, 9, 10)을 사용하고 있다. 우드판넬, 금속

레터링장식, 나뭇잎모양의 에칭유리, red-glass, 조명이

내장된 오스닉 등 호텔에 따라 서로 다른 재질과 문양을

사용하여 장식하고 있으며, 장식 요소뿐 아니라 가구나

수납공간의 벽면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창과 문도 단순

화한 철재 후레임에 유리문으로 교체(사례 6, 7, 8, 9,

10) 하거나 목재 유리틀을 사용하면서도 문틀과 창문틀

의 몰딩을 제거(사례4, 5)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대적으

로 단순화하고 재해석한 구조요소와 달리 가구와 조명,

소품들은 모두 현대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례10 오스닉 대리석 사례6 스틸에 레터링 사례7 에칭유리

<그림 12> 현대적 구성의 아트월

이처럼 신․구의 혁신적 융합은 전통의 양이 보수적

융합에 비해 많지 않지만 천장이나 벽에 일부 남아있는

단순화된 전통요소가 현대화된 장식요소에 의해 신․구

가 강하게 대비되고 있다.

3) 현대

현대 비중이 90～100%로 전통이 살아 있는 외부에 비

해 내부는 전통적 특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례 11과

12가 이에 해당된다. 두 사례 모두 바닥, 벽, 천장 모두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컨셉에 맞는 마감재와 장식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사례12 미니멀디자인 사례11 자연과 인공소재대비

<그림 13> 현대화된 로비

유리, 스틸, 타일 등 모던하고 현대적인 마감재를 사용

(사례 12)하거나 콘크리트, 유리, 스틸 같은 인공소재 뿐

아니라 나무, 대나무, 이끼 등 자연 소재를 함께 사용(사

12) 기존의 벽면의 벽화와 스테인드글라스, 철재 엘리베이터장식물, 난

간 등 계단실을 유지 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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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11)하기도 한다. 로비중앙에 웅장한 나선형 계단(사례

12)이나 유기적인 의자를 배치(사례 11)하여 시각적 초점

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벽면에 호텔 로고를 네온(사례

11)이나 대비되는 색상(사례 12)으로 주변과 로고가 강한

대비를 이루어 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실내구성요소 뿐 아니라 실내장식요소 모두 디

자인 컨셉에 맞는 재료와 가구, 색채를 사용하였고 현대

적인 디자인과 수법으로 내부공간에서는 건물의 역사성

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14> 실내외 신구융합 특성

이상과 같이 신․구 융합 호텔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

한 결과 외관의 전통성과 내부의 전통성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에서 내부의 현대화

비중이 낮은 사례 1을 보면 외관의 전통성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외관의 현대화가 높은 사례 12의 실

내공간역시 현대화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례의 분포도

를 보면 내부와 외부의 융합정도는 어느 정도 비례가 성

립함을 알 수 있다. 조명이나 장식품 등의 나타난 전통

요소는 건물구조의 전통요소와 연관이 있으며, 내부의

전통요소와 현대요소의 신․구의 융합 정도는 외관의 융

합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프라하 소재 부티크 호텔의 외관과 실내공

간의 특성을 분석하고 각 요소에 신·구 양식이 어떻게

융합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프라하 소재

신구 융합호텔 12사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에 따른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라하 부티크 호텔의 전통과 현대의 융합정도

를 보면 외부는 신․구의 보수적 경향이 강하고 내부는

혁신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프라하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외관을 보

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도

시전체가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양식을 수용하고 유지

할 수 있도록 외관의 변형은 최소한으로 규제하여 전통

을 보전하고 실내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현대의 편리

함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외부의 신․구 보

수적 융합경향은 파사드의 전통과 입구와 사인의 현대가

대립을 이루나 그 표현방법은 전통적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입구와 사인의 현대적 표현으로 한정하고

있다. 입구도 전면의 전통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현대

화가 진행되었으며, 사인도 파사드에 융합되도록 디자인

하였다. 이는 외관의 고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뿐

아니라 프라하라는 도시의 상징적 의미라 할 수 있다.

셋째, 내부 로비는 신․구의 혁신적 융합경향이 나타난

다. 전통이 남아있는 구조적요소를 현대적 표현수법으로

단순화하고 재해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남아 있

는 전통요소는 현대적 표현방법과 디자인 수법으로 융합

되어 나타난다. 내부공간에서 보여 지는 역사성은 천장

이나 지붕 혹은 기둥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구

조를 변경하기 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현대적인 장식요소

와 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우리나라에 접목한다면 현재 남아

있는 다양한 근대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근대건축물은 무관심

속에 강제 철거되거나 그나마 보전되는 사례들은 박물관

이나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

은 근대 건축물들은 소유주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변형, 훼손, 심지어는 철거도 가능하다. 재개발이란 명목

하에 우리는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새것에 집착하여 왔

다. 이제는 현재에 어떻게 접목하여 사용할 것인가를 연

구하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여 융합하는 방법으로 계획

하고 보전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건물이

아닌 현대의 생활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외관은 보존하면서 내부를 현대적으로 개조한다

면 건물내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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