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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목

사회는 속한 탈산업·정보화에 의해 한 사회 안

에서도 가치 과 생활양식이 차 복잡, 다양해지는 다

원화 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문화,

술 반에 걸쳐 구분의 모호함과 복잡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공간 개념에서도 역, 기능간의 경계가 사라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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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각의 역이 독자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상호간 침투

해서 복합 이고 융합 인 성격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 속에 주목해야 할 변화의 하나는 무형

의 가치와 경험을 시하거나, 자신의 존재나 의사를

극 으로 드러내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에는 극

으로 투자하는 새로운 라이 스타일의 소비계층이 등장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디자인 호텔은 단순히 여행지에서의 숙박 개념에

서 문화· 술 아이콘이 되어, 그 자체가 목 지가 되고

있다. 해외 도시의 디자인 호텔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라이 스타일에 따른 디자인 호텔 로비 디자인의 연상 기제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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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modern society which changes from quantity-seeking society to value-seeking one, people’s various lifestyles

have great effect on consumption patterns and work as an important factor in choosing hotels. The fact that

design hotels, which provide unique experiences with differentiated and sensitive designs by reflecting various

lifestyles, recently attract attention can be understood in the same context. As a matter of fact, design hotels

recently serve as destinations as they become cultural and artistic icons which reflect customer lifestyles.

Especially, the designs of lobby spaces in hotels play deciding role in customers’ choices while representing the

nature of hotels. In this respect, under the premise that the kinds of accumulated experiences are different

depending on lifestyles and preferences for specific interior spaces are influenced by association mechanism

formed by experiences, this study analyzed lobby spaces of design hotels which focus on specific lifestyles from

the perspective of association mechanism based on experiences. As the method of analysis, this study classified

the types of lifestyles and conducted case analysis to investigate what association mechanism works to enhance

the preference of design hotels by types. Study classified lifestyles into experiential activity type, social meeting

type, fashion-pursuing type and hideout-preferring type and analyzed cases of lobby designs in design hotels.

The results of this cas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experiential activity type mainly utilized quasi-association

and approach association through senses and social meeting type utilized quasi-association and memory

association through emotions while fashion-pursuing type utilized quasi-association and presumption association

through intuition and hideout-preferring type utilized quasi-association and approach association through thoughts.

Second, it was found that most lobby designs are characterized by association mechanism in visual·formative

nature and that in temporal·spatial nature working in complex way, and, through such process of association

expansion, space stories are created. Stories of spaces created this way become unique identities of design

hotels that provide new experiences for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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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라이 스타일의 고객을 확보하기 하여 독자 인

아이텐티티를 나타내는 디자인으로 특화시키고 있다. 즉,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해 독창 인 경험을 제

공하고 감각 인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디자인 호텔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특히, 호텔

의 로비 공간은 방문객이 호텔을 들어와서 처음 하는

공간이며, 호텔의 성격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공간이

다. 따라서 디자인 호텔의 특화된 로비 디자인이 어떤

인상을 주고 무엇을 연상시키는지에 따라 특정 라이 스

타일의 사람들에게 더 큰 호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

런 연상 기제는 과거 경험에 의해 큰 향을 받게 되고

과거의 축 된 경험의 유형들은 라이 스타일에 따라 다

를 수 있다는 것을 제하면, 특정 라이 스타일의 사람

을 타깃으로 한 호텔 로비 디자인이 어떤 연상 기제를

활용하면 더 효과 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첫째, 디자인 호텔과 라이 스

타일에 한 이론 배경을 살펴본 후 변하는 사

회에서의 라이 스타일의 유형을 분류한 후 각각의 유형

에 따른 행동 성향, 생활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기억의 형태로 장되어 있는 정 경험을 유도하는

연상 기제를 살펴본 후 라이 스타일에 을 맞춘 디

자인 호텔 로비 디자인에서 어떤 연상 기제가 활용되는

지 국외 사례를 심으로 분석해 으로써 향후 디자인

호텔 로비 디자인에 있어 고객에 의한 차별화된 공간 창

출을 한 새로운 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범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에서 발간된 디자인 호텔의

로비와 련된 논문, 인테리어 문지, 라이 스타일

문지, 디자인 호텔 웹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디자인 호

텔 로비공간과 라이 스타일에 하여 살펴보고, 라이

스타일의 유형을 재분류한 후, 특성을 분석한다. 한 선

행연구를 기 로 하여 연상 기제의 종류와 특성을 분석

하고 라이 스타일과 연상 기제와의 상 성을 확인한

후, 디자인 호텔에서 라이 스타일에 따른 선호도를 높

이기 해 어떤 연상 기제를 활용하는지 사례 분석을 통

해 알아본다.

사례분석은 소비층이 세분화되는 사회 변화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에 국외에서 계획된 디자인 호텔 로비 공

간 디자인 에서 특정 라이 스타일에 을 맞춘 사

례를 상으로 하여 어떤 연상 기제가 극 으로 반

되었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한다. 로비와 명확한 물리

구분이 없는 반개방 인 라운지와 카페는 연구 범 에

포함시켰다.

2. 디자인 호텔 로비공간과 라이 스타일의

이론 배경

2.1. 디자인 호텔 로비 공간의 변화

스테이 이션(Staycation)은 본래 운드가 약세일 때

국인이 부담스러운 해외여행 신 집이나 집 근처에서

휴가를 보내는 상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이것이 2014

년 뉴욕으로 넘어와 ‘호텔 그 자체가 여행의 목 이 된

다.’는 의미로 새롭게 사용되고 있다.1) 이처럼 디자인 호

텔은 스스로 여행의 목 지가 될 정도로 문화· 술 인

이벤트의 도심 속 복합 엔터테인먼트 장소이기도 하다.

의 디자인 호텔은 고객들이 원하는 ‘새로운 경험에

서의 가치 공간’으로 변화하기 해 도시문화를 주도하

는 독자 인 스토리 공간으로 재구성 되고 있다.

‘W’호텔의 경우, 로비를 핵심 공간으로서 ‘Living

Room'이라 칭하며 근원 기능보다는 편안한 거실과도

같은 공간개념으로 유도하고 있다. 로비와 라운지나 바,

커피 , 스토랑과 자연스럽게 연계된 공간을 선보이면

서 로비 소셜라이징(Lobby Socializing)개념이 확장된

사교 장소이자 엔터테인먼트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

다. 이러한 디자인 호텔의 변화에 해서 송규만 2)은 20

세기의 디자인 심 호텔이 21세기에는 라이 스타일

심의 호텔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주장한

내용에 실내공간마 요소를 추가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와 같이 최근의 디자인 호텔은 새로운 라

이 스타일이 재창조되는 복합공간의 장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맞춰 국내 디자인 호텔 계획에

있어 체험과 유희를 제공하는 다목 공간을 제공하고

독자 인 아이텐티티 확보와 새로운 트 드 창조를 해

서는 소비자에 한 이해와 체계 인 분석에 의한 근

이 요한 시 이다.

1) 조용수, 매거진B, 제이오에이치, Vol.29, 2014, p.9

2) 송규만, 라이 스타일에 따른 부티크 호텔의 건축 로그램 분

석, 한국디자인 지식학회, 2012, p.88

구분 20세기 디자인 호텔 21세기 디자인 호텔

소비자
디자인 정키 & 문직

신세 고객(20-30 )

독특한 취향의 고객

다양한 고객층(20-50 )

소유 부분 개인소유 개인소유 & 기업

실내

공간

&마

기술 심.

디자인 우선의 공간.

보수 , 정 인 공간.

고 스러움 강조.

객실 주 디자인.

인간 심.

라이 스타일이 심이 되는 디자인.

가치 심의 동 인 공간.

공감 형성의 즐거움, 특별한 체험 제공.

소비자를 한 략 로세스, 로비 소셜

라이징 (Lobby Socializing)공간 확 .

개별화된 서비스.
개별 & 고객 간의 커뮤니 이션 유도

장소 공유 서비스

치 도시 심. 도심 & 비도심 .

<표 1> 디자인 호텔의 변화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6호 통권119호 _ 2016.12118

2.2. 라이 스타일과 디자인 호텔

(1) 라이 스타일의 개념 특징

정신분석학자 알 드 아들러(Alfred Adler)가 ‘Style

of Life’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정의 내리고 도입하 는데,

‘행동 주체자로서 개인을 외부 자극에 한 단순 반응자

가 아닌 능동 이고 목표 지향 인 자기통일성을 가진

존재로 이러한 개인의 통일·일 성을 찾아내어 개인의

행동을 측하는 열쇠가 바로 라이 스타일’이라고 말하

다.3) 한 마 분야에서 웰스(Wells)는 ‘라이 스타

일은 소비자 행동에 을 둔 개념으로 정신·감정 스

타일과 보다 구체 인 행 의 스타일도 포함한다.’고 하

다. 사회학자인 막스 웨버(Max Weber)는 일정한 방식

에 의해 형성되는 계층에서는 생활양식, 생활태도, 인생

등의 유사성 있는 특정의 생활방식을 공유하게 된다

고 주장하 다.4) 이를 종합해보면, 라이 스타일은 인간

의 행동 반에 걸쳐 나타나는 차별 이며 특징 인 행

동양식이면서 인간의 태도, 가치, 의견, 그리고 구체 인

행 를 통합하는 포 인 체계라 할 수 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에 차이가 있듯 소비자의 욕구에 향을

미치며 구매와 행동까지도 향을 미치는 라이 스타일

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곧 라이 스타일의 깊이 있

고 체계 인 분석은 그들의 요구와 선호도를 악하기

한 도구가 된다.

2.3. 라이 스타일의 변화

라이 스타일은 변화하는 시 상을 반 한다. 최근

인의 라이 스타일은 사회·문화 변화에 따라 최효

선5)은 새로운 사회 계층의 등장, 가치 의 다양화, 노동

구조의 변화, 도시의 변화, 정보 기술 시 , 국제화 등으

로 변화의 요인을 구분하고, 각 항목에 따른 변화를 가

치 의 변화와 라이 스타일의 변화로 설명하 다. 이를

기 로 하되 소비의식의 변인을 추가하여 사회 변화에

따른 라이 스타일의 변화를 <표 2>와 같이 재정리하

다. 이처럼 사회·문화 변인에 따른 라이 스타일의 변

화로 소비자들의 필요와 욕구가 다양화되고 선명해지면

서 그들이 주도 인 소비의 선택권을 갖는 상황이 되고

있다.

3) 최효선, 김주연, 백승경, 인의 라이 스타일을 고려한 호텔 비

즈니스센터 공간디자인에 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Vol.3

No.3, 2008, p.140

4) 김희연, 일본 라이 스타일 스토어의 실내디자인 표 특성, 건국

석사논문, 2016, p.7

5) 최효선, Op. cit., p.141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 소비계층이 새롭게 성

장하면서 소비자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소비 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 양상이 두드러진다.

첫 번째는 경험을 시하고 무형의 가치를 선호하는 감

성 소비 상이다. ‘취향 격’이라는 말이 유행하듯이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소비에 더 큰 가치를 부

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은 여유로운

삶 속에서 자신이 직 체험하고 일궈내는 일상을 즐기

고, 그것을 기록하여 공유하는 과정을 즐기는 경향을 보

이는데, 표 인 는 캠핑을 하거나 요리를 하는 과정

과 결과를 즐기는 행태이다. 이는 사회의 소비자들

은 자신이 직 으로 참여하거나 경험을 통한 무형의 가

치에 큰 의미와 비 을 둔다는 것이다. 결과 으로

소비 시장은 사용자 경험을 시하는 소비심리에 의존

하는 감성 가치 소비의 비 이 차 증가하고 있다. 6)

두 번째는 강력한 스마트 시 가 활성화되면서 발생된

합리 소비 상으로 나 수 있다. 인터넷과 이동 화

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고 질 으로도 풍부해지고 있다. 한 블로

그나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극 활용하여

수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폭넓은 계망을 구축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수많은 정보를 극 활용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제품, 서비스, 장소를

쉽고 빠르게 선별, 선택하는 합리 소비가 가능해졌다.

2.4. 라이 스타일과 호텔 련 선행 연구 동향

국내에서 라이 스타일에 한 연구는 1990년 이후

부터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 라이 스타일은 소비자 행

6) 김보연, 콜라보 이션(Collaboration)을 통한 랜드 이미지 리

략에 한 고찰, 홍익 석사논문, 2012, p.10

구분 가치 의 변화 라이 스타일의 변화

새로운

사회계층

등장

물리 만족 → 심리 만족

여유 있는 삶, 건강에 한

심, 인간 계 존

가족형태 다양화, 실버 세 증가, 여

성의 사회진출, 독신자 증가, 커뮤니

티 활동 확

가치 의

다양화

물질의 이해 → 인간의 이해

일 심 → 여가 심

수동 → 능동

→ 장기체험

여가활동의 다양화

이벤트 활성, 축제 참여 증 , 여행

캠핑 증가, 산책, 조깅

노동구조

의 변화

일반화 → 개성화

자아실 , 노동력 부족

다양한 직업 선택, 개성 있는 개발

의식주 개성화, 여성 취업확

도시의

변화

공간에 한 가치 변화

신·구세 간의 의식격차

복합 주거식 개발, 복합 공간 개발

활성화, 입체 공간 활성화, 지역

(길) 문화 활성화

정보

기술

시

습 → 합리성

세계의 동향에 한 실감

재택근무, 홈쇼핑, 해외 상품 직 구

매, 정보기기 활용 수요증가, 개인

마 터 증가

국제화

자국 → 세계

다문화의 이해

다원 가치 흡수

정보화 역의 확 , 국내문화 해외

로 진출 확 , 외국문화 유입과 흡수

확

소비

의식

변화

양 만족 → 질 만족,

가치 소비

합리 소비, 욕구의 다양화 세분화,

가치 소비 선호

<표 2> 사회 변화에 따른 라이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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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악할 수 있는 사회 지표로 이를 보다 심층 으

로 분석하기 해 소비자 심리학, 소비자 행동 분석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와 계를 맺으며 발 하고 있다.

국내 라이 스타일에 따른 호텔 선택 속성 련 선행연

구 동향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이처럼 라이 스타일과 호텔 련 국내 연구를 살펴보

면 첫째, 라이 스타일은 객을 효율 으로 분류시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욕구와 행동을 측하고 이해하

는데 유용한 열쇠가 된다. 둘째, 라이 스타일의 유형에

따라 여행 방식의 차이를 가지며, 이는 호텔을 선택하는

속성의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셋째, 세분화된 라이 스타

일은 호텔 마 에 있어 주목해야 할 핵심 략으로서

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고객이 호텔을 선택할 때

단에 향을 주는 호텔 이미지는 라이 스타일의 유형

에 맞춰 변화되어야 한다. 한 디자인 자체가 마 의

핵심인 디자인 호텔을 계획함에 있어 고객들의 욕구를

악하고 반 할 수 있는 라이 스타일의 체계 인 분석

과 실무 응용이 필요한 시 이다.

2.5. 라이 스타일에 따른 유형 분류

련 선행연구(김정아7), 송규만8), 진9), 심세진10))

를 기 로 하여 라이 스타일의 유형을 재분류하 다.

구분이 모호하거나 복되는 유형들은 통합 정리하여 아

래 <그림 1>과 같이 체험활동형, 사교모임형, 유행추구

형, 아지트선호형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

7) 김정아, 라이 스타일에 따른 국내 도시형 비즈니스호텔 디자인 분

석, 한국기 조형학회, Vol.16, No.1, 2015. pp.145-146

8) 송규만, Op. cit., pp.86-96

9) 진, 문화소비성향과 라이 스타일에 따른 문화시설의 마

략, 남 석사논문, 2012, p.85

10) 심세진, 라이 스타일에 따른 여가동기와 만족도 분석, 한양 석

사논문, 2012, p.31

분류 과정에서 제3의 공간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만의

내면 세계에 집 하는 유형을 아지트선호형으로 명칭을

바꾸어 표기하 고, 문화생활형, 문화교류형은 에 지의

방향을 외부 세계에 두는 체험활동형과 유행추구형에 분

산 포함시켰다. 그리고 가족지향형, 가족 심형은 개인의

내면에 집 하기보다는 다수와 함께 하는 장소를 선호하

는 것으로 단하여 체험활동형, 사교모임형에 분산, 포

함시켰다. 한 건강추구형은 정신 , 육체 인 건강에

집 하는 유형으로 어느 한 가지에 국한되기보다는 포

으로 해당된다고 단하여 4가지 유형에 분산, 포함

시켰다.

3. 라이 스타일에 따른 경험으로서의 연상기제

3.1. 라이 스타일의 유형의 특징

본 장에서는 앞서 2장에서 분류한 체험활동형, 유행추

구형, 사교모임형, 아지트선호형 4가지 라이 스타일 유

형의 특징에 해 세부 으로 살펴본다.

(1) 체험활동형

체험활동형은 에 지의 방향이 외부로 향하고, 감각을

통한 경험을 우선 으로 생각하는 외향 감각형이다.

외부 주 세계에 한 호기심이 많고, 감각기능을 통해

인식하려는 성향으로 직 인 경험이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실에 심을 기울인다. 극 인 외향활동형

으로 정열 이고 쾌활하며 일상생활에 있어 편리성과 실

용성을 우선시하며 항상 새로운 경험을 시도한다. 이런

라이 스타일은 미래보다는 재에 을 맞추는 성향

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체험을 통해 즐기는 것을 좋아하며

자연으로 나가 활동 인 일을 선호한다. 여가생활에서는

제목 / 자 내용 요약

라이 스타일이 호

텔 선택에 미치는

향

라이 스타일은 일본 객들의 호텔 선택에 향을 .

호텔의 이미지가 가장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락 지

향성, 생활 지향성, 근로 지향성, 건강 지향성, 여가 지향성,

사회 지향성 6가지로 라이 스타일 구분.공기열, 2004

라이 스타일에 따

른 부티크 호텔의

건축 로그램

분석

라이 스타일의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호텔의 이미지와

로그램에 차이가 있음. 라이 스타일의 유형을 과시 유행

선도형, 보수 자기성취형, 극 외향활동형, 합리 건강추

구형, 정신 문화생활형 5가지 유형으로로 구분. 유형에 따

라 부티크 호텔 로그램 다르게 용되어야 함.송규만, 2012

호텔 고객 라이

스타일에 따른 호

텔 선택 속성에

한 연구

경쟁 시장 내 명확한 포지션 구축에 의한 차별화 략으로

지속 인 고객 정보 수집, 분석을 통한 략 필요함. 라이

스타일 유형에 따라 호텔 선택 속성의 요도가 다름. 호

텔 기업 측에서 표 시장의 발견은 라이 스타일의 악

에서부터 시작함.김인덕, 2013

라이 스타일이

지 선택 속성 유

형에 미치는 향

다 선택 모형을 통해 남이섬을 방문한 객을 상으

로 라이 스타일과 인구 통계 특성에 따른 남이섬 선택

속성의 결정요인을 분석. 라이 스타일의 유형의 따라 남이

섬을 방문하는데 기여하는 요도가 다르게 나타남. 인구

통계 특성과 라이 스타일은 한 련이 있음.정은경, 2016

<표 3> 라이 스타일과 호텔 선택에 한 선행연구

<그림 1> 라이 스타일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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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비롯해 운동, 캠핑, 요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오

(五官)으로 느끼는 감각 인 경험을 선호한다. 그래서

감각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인식할 수 있는 동

인 공간이나 외부 공간을 선호한다. 이런 성향은 체험을

통한 감각 경험을 시하고, 그런 경험을 가능하게 하

는 장소에는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2) 사교모임형

사교모임형은 수집된 정보를 단하고 결정하는데 있

어 감정을 통한 경험을 우선 으로 생각하는 외·내향

감정형이다. 사교 이고 활동 이며 외향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심을 외부 세계의 사람이나 환경에 많은 에

지를 쏟는 유형이다. 주 의 사람들에게 심을 갖고

조화 있는 인간 계에 높은 가치를 두는 우호 인 성향

이 크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맞추어 계획을 내놓거나

집단을 이끌어 가는 통솔력이 있고 사교성이 풍부하다.

이런 유형의 라이 스타일은 자유분방한 성격을 지니며

남들과 어울리며 함께 할 수 있는 취미생활, 여가활동을

선호한다.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인간 계를 강화하여

자신과 같은 가치 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11) 따라서 사람들과의 커뮤니 이션과 엔

터테인먼트 기능이 강화된 공간을 선호한다.

(3) 유행추구형

유행추구형은 정보 수집하는 행동에 직 을 통한 경험

을 우선 으로 생각하는 외·내향 직 형이다. 변화의

가능성이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 인습

이나 습에 얽매이지 않으며 진보 인 자유분방한 성향

의 소유자들이다. 정열 이고 활기가 넘치며 창의 인

발상으로 상상력이 풍부하다. 심의 폭이 넓고 새로운

양식과 계를 찾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

는 미래지향 성향을 보인다. 이런 라이 스타일의 사

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익숙하고, 유행에

민감하며,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향을 끼치는 사

람이다. 랜드를 선호하는 소비 경향이 있으나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되는 제품만을 선택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새로운 것을 찾는데 극 이고 활동 인 유형

이다.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공간이나 유명 랜드와

의 콜라보 이션을 통해 디자인된 공간을 선호한다.

(4) 아지트선호형

아지트선호형은 에 지의 방향이 내부에 있고 사고를

통한 경험을 우선 으로 생각하는 내향 사고형이다.

내성 이지만, 자기 독립 인 일에 심이 많고, 지 호

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상에 심을 보인다. 이런 라이

스타일은 개인 인 공간을 선호한다. 여가 생활에 있

어서도 사교 인 공간보다는 자신에게 집 할 수 있는

11) 박시윤, 랜드 콜라보 이션 마 을 통한 디자인 호텔의 공간

표 특성에 한 연구, 계명 석사논문, 2015, p.16

공간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고, 동 인 공간보다는 정

인 공간을 선호한다. 즉 재충 , 기분 환, 스트 스

해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자신을 돌보고, 나만의

시간을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3의 공간과 같은

장소를 선호한다.

3.2. 경험에 의한 연상 기제

연상(Association)의 사 의미로는 어떤 사물을 보

거나 듣거나, 는 생각하거나 할 때, 그와 련이 있는

다른 사물이나 단어들이 떠오르는 일이다. 심리학 용

어로 하나의 념으로 인하여 이와 련 있는 다른 념

이 떠오르는 상, 한 본디 공존하 으나 상기된 념

사이에 혹은 비되거나 유사한 념 사이에서 일어나는

연합(Association of idea)이라고 한다.12) 인간의 마음에

는 감각, 사상, 사고, 정서를 혼합해서 장하고, 어떠한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연상이 생기게 된다. 사람들이 특

정한 환경을 오래 기억하거나 선호하게 되는 것도 경험

으로부터의 연상 작용에 크게 기인하게 된다. 한 라이

스타일에 따라 축 된 경험의 유형은 크게 다를 것이

고, 다시 특정 실내 공간에 한 선호도는 경험에 의한

연상 기제에 향을 받게 된다는 제를 수용할 경우,

경험과 연상의 기제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수없이 많은

사고와 감정, 경험들이 장되어 있다고 한다. 인간이 처

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무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지

만 외부 세계에 해 학습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사고와

감정을 축 하게 된다. 인간의 마음속에 경험은 반복되

어 축 되고, 이 게 축 된 경험은 후에 유사 환경에

놓 을 때, 연상을 통해 반응하게 된다. 13)

이런 연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마음속에 장

되어 있는 정 경험을 자극함으로 감성 반응을 유

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경험으로 마음속에

재축 하게 된다.

공간에서도 <그림

2>와 같이 공간을

지각하고 인지하여

경험하게 되면 공

간의 가치가 재정

의 되어 각자의 경

험으로 축 됨을

알 수 있다.

이 게 축척된 경험을 떠올리게 하기 해서는 연상의

단서가 있을 때 활발하고 뚜렷이 이루어지는데, 이 게

12) 임규정, 연상을 활용한 시각 표 이 창의 발상교육에 미치는

향, 한양 박사논문, 2011, p.12

13) 정승은, 사용자경험 디자인을 한 서블 디스 이의 형태요

인과 사용자경험 차원의 계성 연구, 이화여 박사논문, 2015, p.6

<그림 2> 사고에 의한 경험의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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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을 유도하는 데에는 시각 표 이 가장 효과 이

다. 시각 표 을 통한 연상 기제는 체 인 이미지를

우연 으로 떠올려서 형태를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형태를 보았을 때 그와 비슷한 형태와 연결 지어

가지치기를 하며 생각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시각

표 을 통해 연상으로 작용된 것들은 뇌리에서 쉽게 지

워지지 않는 장 이 있다.14) 따라서 비슷한 환경에 놓

을 때 활발하게 특정한 과거의 환경이 연상된다는 의미

이다. 이러한 시각 표 을 통한 연상은 새로운 경험을

축 하기 한 방법으로 활용도가 높다.

3.3. 연상의 분류

연상에 해 연구했던 오스본(Osborn, Alex F.)은 연

상 법칙을 연속성, 비, 유사성으로 분류하 고, 경험론

철학자 흄(D. Hume)은 유사성, 인 과 비(시간·공간)

로 연상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15) 연상에 한 국내 연

구자 윤정주16)는 인간의 오감을 통해 입력된 상태와

련되어 떠오르는 생각이나 사물을 시각언어로 표 하

는 형태·시각(색채) 연상과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기억이나 인지 구조 측면 등을 포함하는 시·공간 연

상으로 구분하 고, 다시 형태·시각(색채)은 유사 연상과

비 연상으로 구분하고 시·공간에서는 인 연상과 인

과 연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간계획과 연계된 연상에 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

미한 실정이지만 국외 학자들의 연구결과와 함께 국내

연구(김 일17), 임규정18), 왕 19))를 기 로 하여 연상

의 분류를 <그림 3>과 같이 5가지로 재정리하 다.

재정리 과정에서 내용상 유사하거나 복되는 분류는

통합하 는데, 크게는 유사 연상과 비 연상은 형태·시

각(색채) 성격이 크다고 단되고, 근 연상, 추측 연

상, 추억 연상은 시·공간 성격이 크게 개입되는 것으로

단했다. 분류과정에서, 임규정(2011)과 왕 (2015)의

근 연상의 경우 시각 연상의 에서는 당연히

근 연상과 직결되지만 시공간 개념으로 확 해석하면

추측 연상이나 추억 연상과도 부분 으로 연 된다고

단했다. 김 일의 추상 연상과 왕 의 추측 연상은 시·

공간 에서 미래, 미지의 사실을 추측, 추리하는 과

정이라 단되어 통합하 다. 시·공간 성격이 강한 추

억 연상은 과거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고 단

14) 신강균, 4S 아이디어 발상법, 컴온 스, 2010, p.114

15) 윤정주, 연상 개념을 통한 등학생의 회화 표 연구, 한양 석

사논문, 2003, pp.17-18

16) Ibid, pp.16-17

17) 김 일, 제품디자인 교육에서 유사연상을 활용한 아이디어 발상에

한 연구, 국민 석사논문, 2011, p.34

18) 임규정, op. cit., p.18

19) 왕 , 자유연상 측정실험을 통한 창의력 검증에 한 연구, 한성

박사논문, 2015, p.10

하여 추측 연상과 구분하 다. 그리고 인과 연상, 원격

연상은 공간 계획과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단되어

무시하 다.

3.4. 연상의 특성

(1) 유사 연상

유사 연상은 재의 의식 내용이나 경험에 의해 무엇

과 유사한 상이나 과거의 경험이 상기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유사 연상은 주로 시각 형태 표출의 한 방

법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고 형태, 기능, 이미지, 오감 등

의 에서 유사한 다른 상을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2) 비 연상

비 연상은 무엇과 반 되는 성질이나 상에 해 과거

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즉, 사물 간에 외형, 자태,

기질, 특성 등이 어떠한 기 에서 립되는 것이다. 비연

상은 사물간의 공통 과 개성의 조화나 합일을 반 한다.

(3) 근 연상

근 연상은 무엇과 련이 있거나 근 하고 있는

상 즉, 시공간 인 근을 통하여 연 되는 념이나 과

거의 경험을 통해서 상기되는 것이다. 기본 으로는 어

떤 상이나 상황을 차례로 떠올리는 것을 말하지만, 한

가지 상으로부터 떠오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개인의

경험이나 기억의 요소를 불러일으키면서 그와 근 해 있

는 다른 연상으로 이어가는 연쇄 과정을 포함한다.

근 연상은 연속 연상의 한 종류로서 기억을 한 번에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순차 인 가지치기를 하며 마치

마인드맵을 연결해 나가는 형식의 연상이라 할 수 있

다.20) 따라서 시간을 동반하며 기승 결의 연결고리가

20) 김 일, op. cit., p.34

<그림 3> 연상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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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공간 속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4) 추측 연상

추측 연상은 유사 연상 는 근 연상과 연계되어 확

장되는 연상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의 연상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며, 사물에 하여 찰, 비교, 분석, 종합, 추

상, 개 , 단, 추리의 방법이 동원된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미래 는 미지의 사실을 추측하여 상상

으로 확장시킨다.21) 이러한 연상은 시·공간을 월한 새

로운 이야기의 개가 가능하고, 논리나 습에 얽매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비논리 인 연상도 가능하다. 한

복잡한 실체의 불필요한 부분은 걸러내고, 유의미한 핵

심만을 추출하여 이를 이질 요소와의 결합으로 변화시

킴으로써 연상의 역을 확 시킨다.

(5) 추억 연상

추억 연상은 어떤 상이나 소재가 과거에 경험한 생

활, 견문, 지식 등의 환경, 상황, 장면, 상 등을 끌어내

어 떠올리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의 사실로 존재했

던 사건들이나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무형의

느낌과 이미지로 변형되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지

게 된다. 과거에 지각한 여러 가지 물체들이 흔 을 지

니고 있지 않는다면 추억의 재건이 불가능하다. 재 존

재하지 않거나, 는 사라져버린 것에 한 인식을 사람

들은 기억이라 일컫고, 기억 에서도 더 정확한 질서가

존재할 때 추억이라 말한다.22)

3.5. 라이 스타일과 연상 기제와의 상 계

정신분석학자 알 드 아들러는 개인의 행동을 측

하는 핵심 열쇠가 라이 스타일(Lifestyle)23)이라고 하

다. 한 ‘인간은 어떠한 행동이든 행동을 하는 원인은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고자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라’

고 언 했다.24) 심리학자 칼 구스타 융(Carl Gustav

Jung)은 ‘유년 시 의 기억과 경험은 어느 시기보다 오

래 기억되고, 성인이 되면서 일종의 망각 상태를 겪게

되는데, 이는 완 한 망각이 아니라 무의식의 형태로 보

되어 있다가, 후일 새롭게 경험하는 것과의 연 정도

에 따라 어느 순간에 연상으로 나타난다.‘고25) 말하 다.

이처럼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연상은 마음에

장되어 있는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

리고 연상을 통한 심리 자극은 행동에까지 향을

다. 이러한 에서 라이 스타일이 행동을 측하는

열쇠가 된다면, 연상은 행동에 자극을 주는 심리 도구

가 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정 이고 새로운 경험을

21) 왕 , Op. cit., p.11

22) 강민주, 장만 시에 나타난 추억의 의미, 인제 석사논문, 2012, p.7

23) 최효선, Op. cit., p.140

24) 알 드 아들러, 윤성규 옮김, 성격심리학, 지식여행, 2012, p.51

25) 강석태, 꼴라주 기법을 이용한 심상표 연구, 세종 석사논문,

2001, p.21

제공하기 해서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경험을 떠올리

게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연상은 그 역할이 크다.

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연상 기제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있

던 정 인 경험을 떠올려 행동을 유도하기 한 도구

는 단서로서 활용된다면 소비자는 그러한 공간에서 보다

활발하고 극 인 행동을 보일 것이다. 한 자신이 갖고

있는 정 인 경험이 공간을 통해 연상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 곳과 공감 가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가치 있는

장소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라이 스타일에 따라 그

들의 정 심상에 도달하게 하는 심리 근 방법인 연

상 기제의 활용은 소비자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설

득력 있는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이 스타일에

따른 선호도를 높이기 해 디자인 호텔에서는 어떤 연상

기제를 활용하는지 사례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4. 디자인 호텔 로비공간의 사례 분석

4.1. 사례 선정 기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사례 선정에 있어서 디자인 호텔의 로비 디

자인에서 어떤 연상 기제가 작용되어 고객의 선호도를

높이고 재방문률을 높일 수 있는지 분석하기 해, 건축

디자인 문 서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최근 10년

이내에 국외에서 계획되거나 리노베이션 된 디자인 호텔

로비 공간 에서 특정 라이 스타일의 고객을 주 타깃

으로 하여 새롭게 디자인된 것으로 단되는 작품을

심으로 선정하 다. 특히 디자이 의 성향이나 특징에

따른 디자인보다는 소비자의 성향에 을 맞추어 특화

된 로비공간으로 한정하 다. 그리고 디자이 의 성향이

분석에 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하여 디자이 당 한

작품으로 한정하 다. 각각의 라이 스타일에 따라 선정

된 디자인 호텔 로비공간에서 특별히 강조된다고 단되

는 연상 기제를 심으로 분석한다.

4.2. 사례 분석

구분 체험활동형

No. 1 MAMA SHELTER LYON (마마 쉘터 리옹) 치 Lyon

디자이 PHILIPPE STARCK (필립스탁) 연도 2014

규모 7F, 172 Rooms, Lobby Lounge, Restaurant, Bar, Conference Room, Terrace

이미지 개요

1930년 지어진 가스공사 건물을 호텔로 리노베이션 한 공간으로

의외 이고 발랄한 분 기로 재치 있는 공간을 연출하여 “도시인들

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공간 간의 경계가 없고, 자유롭게 생각을

펼칠 수 있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은 리의 도시 분 기

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한 시각 으로 자극하는 다양한

컬러의 소품들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요소가 된다.

연상기제 형태·시각(색채) 인식

유

사

연

상

형태

감각

⦁컬러풀한 장식장과 커튼, 다양한 디자인의 가구, 벽과 천장의 그

래픽 회화, 화려한 컬러와 형태의 튜 조명, 캐릭터 가면 등의 시

각 요소는 동심을 자극하는 놀이를 연상하게 한다.

<표 4>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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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험활동형

No. 2 Andaz Hotel (안다즈 호텔) 치 Amsterdam

디자이 Marcel Wanders (마르셀 반더스) 연도 2012

규모 122 Rooms, Lobby, Lounge, Bar, Terrace

이미지 개요

암스테르담 심부에 치한 1977년 공공 도서 으로 운 하던

장소를 17세기 골든 에이지(Golden age) 시 를 맞았던 암스테르

담의 황 기를 재해석한 공간이다. 도시 역사성, 장소성을 특징

으로 표 하 다. 도시 여행자,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을

제공하면서 지역의 랜드로 랜드마크화하 다.

연상기제 형태·시각(색채) 인식

유

사

연

상

형태

/

감각

⦁네덜란드의 상징인 황 시 , 델 트 블

루(delft blue) 칼라와 문양, 항해와 모험정신

등 지역 유산, 역사 모티 를 공간 속

에 나타내 지역 고유의 상징성을 경험할 수

있다.

연상기제 시간·공간 인식

근

연

상

상

⦁높은 벽면을 가득 채운 패턴은 시간과 공

간에 한 방 한 책과 지역의 스토리를 담

고 있다.

⦁종 형태의 조명은 스 일의 왜곡은 시각

으로 차별 인 인상을 다.

⦁거 한 종의 모양을 한 리셉션 홀의 샹들

리에 로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연상시키는

조명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

⦁리셉션 바닥의 패턴은 항해로와 튤립의

패턴을 연상시키는 공간이다.

추

측

연

상

상상

/

추상

⦁벽면에 담긴 진리와 지혜, 수많은 별자리

를 연상하게 하는 조명 등은 거 한 거울에

반사되어 끝없는 지식이 담겨있는 몽환 인

분 기를 연출하여 우주를 상상하게 한다.

<표 5> 사례 2

구분 사교모임형

No. 3 Wythe Hotel (와이드 호텔) 치 New York

디자이
Design Studio Workstead (디자인 스튜디

오 워크스테드)
연도 2012

규모
8F, 70-Room, Lobby Lounge, Restaurant, Hall, Private Dining

Room, Garden, Screening Room, Bar

이미지 개요

루클린 리엄스버그(Williamsburg) 해안가에 치한 1901에 건축

된 낡은 공장을 리노베이션 하 다. 호텔의 콘셉트는 “ 루클린스

러움” 혹은 "Industrial Hip"이다. 루클린 지역 주민과 여행객들에

게 만남과 사교, 교류 휴식을 한 지역성을 담은 개방된 장소

로 제공하고 있다. 지역성을 유지하기 해 지역에서 생산된 식자

재의 사용, 지역 아티스트들과 업하고 있다.

연상 기제 형태·시각(색채) 인식

유

사

연

상

감각

/

이

미

지

⦁천장의 소나무 패 , 붉은 벽돌, 생명을

잃은 컨베이어 트랙의 보존은 오래된 건물

이 보유한 시간의 흔 , 는 지역성이 된

다. 건물의 구조 인 높은 천장의 소나무

빔, 원형의 철 기둥, 아치형 창호 한 옛

공장에서 사용하 던 그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요소들 어우러져 시

각과 각으로 낡은 과거의 공장을 연상하

게 된다.

연상 기제 시간·공간 인식

추

억

연

상

이

야

기

⦁과거 공장이 담고 있는 시간의 흔 과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함께 어우러져

루클린의 지역성이 담겨있는 도시의 분

기를 연상하게 한다.

⦁과거와 재, 서로 다른 시간의 이질 인

조합은 과거의 시간으로 여행하는 듯하다.

낡고 오래된 장소는 오랫동안 나와 계를

맺었던 익숙했던 장소를 연상하게 한다.

<표 6> 사례 3

구분 사교모임형

No. 4
The Conservatorium Hotel

(컨 버토리엄 호텔)
치 Amsterdam

디자이 Piero Lissoni (피에로 리소니) 연도 2011

규모 129 Rooms, Lobby Lounge, Restaurant, Bar, Terrace

이미지 개요

1939년 은행 건물로 지어진 암스테르담의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

건물에 유리를 통한 건축의 결합으로 과거와 가 어우러

지는 랜드마크 요소를 지닌 디자인 호텔이다. 피에로 리소니의 보

편 이고 실용성 높은 모더니즘에 부합하며 심 하지만 트 있

는 디자인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연상기제 형태·시각(색채) 인식

유

사

연

상

형태
⦁박공 형태의 높은 천창의 유리 마감이

벽면으로 연결되면서 웅장한 식물원을 연

상하게 한다.

⦁유리를 통한 자연 채 과 로비 앙에

배치된 녹화 공간의 구성, 벽면의 유리가

외부 테라스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내부에 있지만 외부에 있는 것과 같은 시

각 효과를 다.

감각

비

연

상

특성

/

외형

⦁낡고 거친 재료와 매끄럽고 반사되는 재

료의 비는 과거와 를 연상하게 한

다. 비되는 마감은 각각의 메스를 구성

하여 마치 과거와 가 공존하는 시간

혼재 공간이 된다.

연상기제 시간·공간 인식

추

억

연

상

장면

/

이

야

기

보존과 새로운 디자인과의 병치, 시간의

혼재를 표 으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

사람들이 서로 만남, 교류하는 장소가 된

다. 과거 한 번쯤은 경험한 듯 식물원이나

야외 공원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겁

고 여유로운 시간을 소비했던 추억을 떠

올리는 스토리를 만드는 공간이 된다.

<표 7> 사례 4

연상기제 시간·공간 인식

근

연

상

상

⦁'자유'를 메인 콘셉트로 한 로비 라운지 공간

에서는 바닥과 천장에 그려진 그래픽 회화를

통해 칠 는 골목길 담벼락에 분필로 자유

롭게 낙서하 던 어린 시 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곳곳에 설치된 다양한 칼라의 놀이기구는 어

린 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동네 놀이

터를 연상시킨다.

⦁벽면에 기타를 비롯한 악기가 걸려있는 무

공간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활동을 하며 소박한

라이 콘서트를 비하던 공연장을 연상시킨다.

추

억

연

상

이

야

기

⦁동심을 간직한 이들에게 추억의 놀이시설을 갖춘 라운지는 친구

들과 자유롭고 다양한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어린 시

추억의 장소를 연상하게 한다.

⦁추억의 유희 요소들은 어린 시 의 놀이터를 연상하게 하고,

새로운 경험하기를 좋아하는 도시인의 놀이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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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행추구형

No. 5 La Maison Champs Elysees Hotel 치 Paris

디자이 마틴 마르지엘라 (Martin Margiela) 연도 2012

규모 17Rooms, Lobby Lounge, Restaurant, Reception, White Salon

이미지 개요

1868년 택을 리뉴얼한 호텔이다.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와 콜라보

이션으로 진행된 디자인은 실과 환상이 공존하며 재와 과거

의 시간의 이질 공간이다. 마틴 마르지엘라의 해체주의 패션

감각이 표 되어 독특한 세계 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을 한

장소이다.

연상기제 형태·시각(색채) 인식

유

사

연

상

감각

⦁착시 효과를 주는 이미지 린 의 클래식한

벽지는 미니멀한 가구와 어우러져 랜드 이미

지를 연상하게 만드는 시각 요소가 된다.

비

연

상

특성

⦁마르지엘라 특유의 트롱 뢰유

(Trompe-I'oeil')의 속임 기법의 디테일, 거울의

리즘효과, 복도 실버벽지와 오 제 조명을 통

한 비는 반사 효과에 의한 무한 연속성으로

환상 분 기를 느낄 수 있다.

⦁메인 칼라인 뉴 화이트와 블랙의 비는

랜드 고유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연상기제 시간·공간 인식

추

측

연

상

상상

⦁이미지 린 벽지, 거울의 리즘 효과, 실버 벽지와 조명을

활용한 비 반사효과 등의 속임 기법의 디테일은 실과 미래

환상이 공존하는 공간을 연상하게 한다. 이러한 환상 분 기

는 고객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새로운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표 8> 사례 5

구분 유행추구형

No. 6 Maison Moschino Hotel (메종 모스키노 호텔) 치 Milano

디자이 로젤라 자르디니 (Rossella Jardini) 연도 2009

규모 4F, 65-Rooms, Lobby Lounge, Restaurant, Meeting Room, Spa

이미지 개요

1840년 라노의 첫 기차역 건축물을 패션 랜드 모스키노

(Moschino)와 콜라보 이션 작업으로 리노베이션 한 호텔이다. 모

스키노 랜드의 의상들과 액세서리를 활용한 오 제들을 배치하

여 랜드만의 독창 이고 시크(chic)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다. 랜드의 기본 디자인 콘셉트에서 벗어나 재치와 유머 그

리고 상상력이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표 되었다.

연상기제 형태·시각(색채) 인식

유

사

연

상

감

각

/

이

미

지

⦁의상을 입 놓은 의자, 옷걸이에 걸린

드 스가 의자의 등받이가 되는 디자인은

고유의 랜드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램 , 소 , 암체어는 비 실 인 형상들

로 재 한 오 제로 드 스, 구름, 양을 형

상화하 다. 이러한 오 제는 모스키노의

실주의를 시각 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한다.

연상기제 시간·공간 인식

추

측

연

상

상상

/

추상

⦁귀엽고 유머러스한 오 제와 함께 동화

콘셉트는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상상을 하

게 한다.

⦁벽면의 거울을 통해 무한 반복되는 천장

의 구름 조명은 공간의 확장감과 깊이 감을

느끼게 한다. 체 인 공간이 실주의

이고 몽환 인 신비한 분 기는 감성을

자극한다.

⦁일상에서 벗어난 모스키노의 패션과 함께

새로운 발상의 공간은 신선한 체험을 희망

하는 여성들에게 신세계로 들어온 듯한 동

화 이며 환상 인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표 9> 사례 6

구분 아지트선호형

No. 7 ACE Hotel (에이스 호텔) 치 New York

디자이 로맨 & 리엄스 (Roman & Williams) 연도 2009

규모
12Floor, 260 Rooms, Lobby Lounge, Restaurant, Bar, Coffee Shop,

Conference Room, Event Space , Shop

이미지 개요

1904년 슬린 호텔(Breslin Hotel)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 다. 낡

은 아이템과 새로운 아이템 사이의 균형 이해는 ‘과거와 재의

호흡’을 표 한다. 지역의 평가된 공간을 재발견하고, 로컬 아티

스트들과의 업을 통해 주변 상권을 부활시켰다. 아티스트들은

서로 친구가 되었고 호텔은 그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연상기제 형태·시각(색채) 인식

유

사

연

상

/

근

연

상

감각

/

이

미

지

⦁넓고 높은 천장은 재활용한 격자패턴의 오크

패 과 간 조명 박스, 낡고 오래된 빈티지한

가구, 직물이 혼합된 쇼 , 자유로운 좌석 배치

와 그리고 낮은 조도는 편안함, 익숙함이 느껴

지는 70년 가정집 거실 분 기를 연상시킨다.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실험실 테이블을 재

활용한 공간은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식당

같은 공간을 연상시킨다.

⦁오 형 바(Bar)는 주방을 연상시키고, 주변으

로 서가를 비치, 낮은 조도는 집 력을 높이면

서, 체 공간구성이 가정집 거실을 연상시켜

다.

연상기제 시간·공간 인식

추

억

연

상

이

야

기

⦁“부모님이 없는 낡고 큰 집은 성 한 티가

열리는 장소로 아이들이 령하다.”라는 스토리

가 호텔의 콘셉트이다. 학창 시 부모님이 없

는 빈 집은 자유가 보장된 장소로써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밤을 새워 놀았던 일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인간 친 감으로 고객의 마음

을 움직이게 만든다.

<표 10> 사례 7

구분 아지트선호형

No. 8 Michel Berger Hotel (미쉘 베르거 호텔) 치 Berlin

디자이 Werner Aisslinger (워 아이슬링거) 연도 2009

규모
6Floor, 119 Rooms, Lobby Lounge, Restaurant, Bar, Conference

Room, Terrace

이미지 개요

2009 공장 건물을 개조한 디자인 호텔은 공장이 갖고 있었던 빈

티지한 느낌의 벽돌, 높은 천장, 큰 창문, 사교의 심지가 되는

안마당을 그 로 유지하고 있다. 디자인 콘셉트는 ‘Under

construction’, ‘Construction Chick’, ‘공사 ’이다. 이는 “아직 비

가 안 되어 있다.”를 의미한다. 공간에서의 이러한 의미는 완벽하

지는 않지만 계속 새로워지고 변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

완성되고, 즉흥 이고, 임시 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연상기제 형태·시각(색채) 인식

유

사

연

상

감각

/

이미지

⦁노출 콘크리트 바닥, 미완성된 기둥 마

감, 미송합 마감의 임시 설치물 같은

출입구, 공사 장에 버려진 듯한 나뭇조

각을 연결한 가구 등의 표 은 ‘공사 ’

인 것 같은 공간을 연상시키는 시각 표

이다.

연상기제 시간·공간 인식

추

측

연

상

상상

⦁책을 펼쳐 연결하거나 조각으로 잘라서

만든 조명은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책

에 한 고정 념을 깨고 반항 인 상상

을 간 경험하게 한다.

⦁책을 꽂아 만든 티션, 책을 가득 담

아서 만든 모듈형 소 , 테이블은 책하면

떠오르는 고정 념을 창의 이고 자유로

운 상상으로 반 시키고 있다.

⦁공간간의 경계 없이 개방된 로비는 다

소 반항 이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창의

아이디어로 은 감성을 자극하는 공간이

다. 내면의 세계에 집 시키면서 가끔은

일탈을 실 시키는 장소이다.

<표 11> 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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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지트선호형 + 유행추구형

No. 9 Citizen M Hotel (시티즌 엠 호텔) 치 New York

디자이 Adrian Gaut for Concrete 연도 2014

규모 12Floor, 230 Rooms, Lobby Lounge, Restaurant, Bar, Terrace

이미지 개요

2014년에 오 한 호텔은 맨해튼 심부에 치하고 있다. ‘M’은

‘Mobile’을 뜻하고, 온라인 약 시 객실을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다. 로비는 “거실 분 기”로 계획, 편안한 자유로운 공간을 제

공하고 있다. 로비와 라운지, 바, 리셉션 공간의 경계가 없으며

호텔 고객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공간이다. 유명한 미술

작품, 다양한 랜드 가구를 경험할 수 있다.

연상 기제 형태·시각(색채) 인식

유

사

연

상

감각/

이미지

⦁높은 천장, 넓고 높은 벽면 장식장에는

벽걸이형 TV의 설치와 다양한 소품들의

디스 이, 다양한 디자인의 가구를 자

유롭게 배치함으로써 체 공간의 구성과

분 기를 편안한 가정집의 거실을 연상시

키게 한다.

⦁아일랜드형 오 바는 거실과 연결된

주방을 연상하게 한다.

⦁라운지 한편으로 낮은 천장의 아늑한

공간을 구성하고 한쪽 벽면에 책장과 가

구의 배치는 서재를 연상시킨다.

연상 기제 시간·공간 인식

근

연

상

상

이야기

⦁거실과 연 되어 떠오르는 시각 인 요

소들은 호텔 로비라는 느낌보다는 집처럼

편안한 거실에서 친구들과 자유로운 만남

을 연상하게 한다. 이러한 공간에서 향기

로운 차와 함께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오

후를 보낸다는 스토리를 만들고 있다.

<표 12> 사례 9

구분 체험활동형 + 아지트선호형

No. 2
The Water House at South Bund

(워터하우스 엣 사우스 번드 호텔)
치 shanghai

디자이 네리앤후 (Neri & Hu ) 연도 2010

규모 4F, 19-Rooms, Lobby Lounge, Restaurant, Rooftop Bar

이미지 개요

1930년 3층 창고 건물을 4층으로 증축, 디자인 호텔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실내와 외 , 공 인 공간과 사 인 공간, 과거와

재의 개념을 서로 충돌시키는 분열과 융합에 의한 시간의 혼성

인 분 기 체험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체험하기 좋아하는

고객에게 시각 인 요소와 간 인 각의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한 화려하지 않는 무채색의 차분한 공간은 내면의 세계에 집

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연상기제 형태·시각(색채) 인식

유

사

연

상

감각

⦁거칠고 낡아서 부스러진 노출 마감은 시간의

흔 을 그 로 보존하고 있다. 시각 으로 느껴

지는 표면 마감은 과거 는 역사를 연상 하게

한다.

비

연

상

특성

⦁거칠고 단순한 과거의 흔 과 매끄러운 벽면

의 마감과 화려한 를 상징하는 오 제 조명

기기는 상반된 재료 특성의 만남으로 과거와

재를 비 연상을 일으키게 한다.

연상기제 시간·공간 인식

근

연

상

상

⦁과거의 시간 흔 을 그 로 유지하는 외 의

마감이 내부까지 연결 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을

통해 역사 도시의 모습을 연상한다. 지역의 근

본 인 특징, 역사, 문화 배경 등을 간 으

로 느끼며 실 공간에서 낡은 공간과 계를

맺는 경험을 한다.

추

측

연

상

상상

⦁서로 다른 시간을 가진 요소가 겹쳐짐으로 인

해 복합 인 시간성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공간

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시·공간을 월한 장소로

이동해온 듯한 상상을 한다.

<표 13> 사례 10

4.3. 사례 분석 종합

라이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디자인 호텔 로비 공간디

자인의 사례 분석을 종합 정리하면 <그림 4>와 같다.

첫째, 체험활동형에 해당되는 사례에서는 감각, 상을

통한 유사 연상과 근 연상이 활용되었다. 둘째, 사교모

임형에 해당되는 사례에서는 감각, 이미지를 통한 유사

연상, 추억 연상이 활용되었다. 셋째, 유행추구형에 해당

되는 사례에서는 형태, 감각, 이미지를 통한 유사 연상과

추측 연상이 활용되었다. 넷째, 아지트선호형에 해당되는

사례에서는 감각, 이미지를 통한 유사 연상과 근 연상

이 활용되었다. 다섯째, 연상 기제를 활용함에 있어 형

태·시각(색채) 연상과 시·공간 연상을 포함한 2가지

이상의 연상 기제를 복합 활용하는 공통 을 보인다.

5. 결론

인의 라이 스타일에 따른 디자인 호텔 로비 공간

의 선호도를 높이기 한 연상 기제의 활용에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 스타일은 체험활동형, 사교모임형, 유행추

구형, 아지트선호형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체험활

동형은 감각을 통한 경험을 우선 으로 생각하는 외향

성향이고, 사교모임형은 감정을 통한 경험을 우선 으로

생각하는 외·내향 성향이다. 그리고 유행추구형은 직

을 통한 경험을 우선 으로 생각하는 외·내향 성향이

고, 아지트선호형은 내향 인 성향으로 사고를 통한 경

험을 우선 으로 생각하는 내향 성향을 보인다.

둘째. 특정 라이 스타일에 맞춘 로비 디자인이 어떤

연상 과정을 거쳐 선호도에 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해 조사한 연상의 구분은 형태·시각(색채) 성격은 유

사 연상, 비 연상으로 구분하고, 시·공간 성격은

<그림 4> 사례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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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연상, 추측 연상, 추억 연상을 포함하여 5가지로 분류

된다.

셋째, 사례분석을 통해 특정 라이 스타일에 을

맞춘 디자인 호텔 로비 공간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연상

기제에 한 분석 결과, 체험활동형을 한 로비 디자인

은 직 인 체험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선호되며, 유사

연상과 근 연상이 두되고, 사교모임형의 경우, 경계

를 구분하지 않은 오 된 공간에 자유로운 좌석 배치로

티와 커뮤니 이션을 활성화시켜 주는 공간이 선호되

고, 유사 연상과 추억 연상이 부각된다. 유행추구형의 경

우,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공간이나 유명 랜드와의

콜라보 이션을 통한 디자인 공간이 선호되고, 유사 연

상과 추측 연상이 크게 나타난다. 아지트선호형은 에

지의 방향이 자신의 내면에 집 되어 개인 인 공간이

선호되는데, 유사 연상과 근 연상이 부각된다.

넷째, 연상 기제는 사물이나 상 간의 내부 인 연계

로 인한 확장이 이루어짐으로 특정한 단일 연상 기제가

용되기보다 형태·시각(색채) 성격의 연상과 시·공간

성격의 연상 에서 2가지 이상의 연상 기제가 복합

으로 작동되는 공통 을 보인다. 그리고 이런 복합

인 연상 기제의 확장 과정과 기간이나 시 을 동반하여

공간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이 게 형성된 공간의 스

토리는 디자인 호텔의 독자 인 아이덴티티를 형성시킨

다.

이상에서와 같이 디자인 호텔은 더 이상 디자인만으로

차별화된 공간이 아닌, 새로운 경험이 축 되어 소비자

의 가치로 공감 가 형성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에서 연상 기제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 결과가 다양

한 라이 스타일에 최 화된 디자인을 한 기 연구

에 도움이 되기를 기 하며, 이런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

키기 해서는 더욱 심화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알 드 아들러, 윤성규 옮김, 성격심리학, 지식여행, 2012

2. 조용수, 매거진B, 제이오에이치, Vol.29, 2014

3. 신강균, 4S 아이디어 발상법, 컴온 스, 2010

4. 공기열, 라이 스타일이 호텔선택에 미치는 향, 산논총,

Vol.13, 2004

5. 강민주, 장만 시에 나타난 추억의 의미, 인제 석사논문, 2012

6. 강석태, 꼴라주 기법을 이용한 심상표 연구, 세종 석사논문,

2001

7. 김보연, 콜라보 이션(Collaboration)을 통한 랜드 이미지

리 략에 한 고찰, 홍익 석사논문, 2012

8. 김인덕, 호텔 고객 라이 스타일에 따른 호텔 선택 속성에

한 연구, 제주 석사논문, 2013

9. 김정아, 라이 스타일에 따른 국내 도시형 비즈니스호텔 디자

인 분석, 한국기 조형학회, Vol.16, No.1, 2015

10. 김 일, 제품디자인 교육에서 유사연상을 활용한 아이디어 발

상에 한 연구, 국민 석사논문, 2011

11. 김희연, 일본 라이 스타일 스토어의 실내디자인 표 특성, 건

국 석사논문, 2016

12. 박시윤, 랜드 콜라보 이션 마 을 통한 디자인 호텔의 공

간 표 특성에 한 연구, 계명 석사논문, 2015

13. 송규만, 라이 스타일에 따른 부티크 호텔의 건축 로그램

분석, 디자인지식 , Vol.22, 2012

14. 심세진, 라이 스타일에 따른 여가동기와 만족도 분석, 한양

석사논문, 2012

15. 왕 , 자유연상 측정실험을 통한 창의력 검증에 한 연구, 한

성 박사논문, 2015

16. 윤정주, 연상 개념을 통한 등학생의 회화 표 연구, 한양

석사논문, 2003

17. 임규정, 연상을 활용한 시각 표 이 창의 발상교육에 미치

는 향, 한양 박사논문, 2011

18. 정승은, 사용자경험 디자인을 한 서블 디스 이의 형

태요인과 사용자경험 차원의 계성 연구, 이화여 박사논문,

2015

19. 정은경, 라이 스타일이 지 선택속성유형에 미치는 향:

남이섬에 한 분석을 심으로, 세종 석사논문, 2016

20. 최효선, 인의 라이 스타일을 고려한 호텔 비즈니스센터 공

간디자인에 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Vol.3, No.3, 2008

21. 진, 문화소비성향과 라이 스타일에 따른 문화시설의 마

략, 남 석사논문, 2012

22. http://www.mamashelter.com/

23. http://www.waterhouseshanghai.com/

24. http://wythehotel.com/

25. http://www.conservatoriumhotel.com/

26. https://andaz.hyatt.com/

27. http://www.acehotel.com/

28. http://michelbergerhotel.com/

29. https://www.citizenm.com/

[논문 수 : 2016. 09. 30]

[1차 심사 : 2016. 10. 22]

[게재확정 : 2016. 11.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