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14774/JKIID.2016.25.2.131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25 No.2 Serial No.115 _ 2016. 04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2호 통권115호 _ 2016.04          131

마르셀 반더스의 호텔 실내공간에 나타난 오브제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Objets Appeared in Hotel Interior Space of Marcel
Wanders

Author 전민지 Jeon, Min-Ji / 정회원,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석사과정

김정아 Kim, Jeong-Ah / 정회원, 계명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조교수, 건축학박사*

Abstract Rapid economic development has played a big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values of pluralism. On that account,
the importance of leisure life has grown substantially, Such phenomenon has allowed people to travel more
frequently. Hence,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or accommodation. In particular, the number of design
hotels with a stylish design has grown exponentially as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standardized chain hotels.
As a result, a variety of objets have been utilized in hotel spaces for establishing a differentiated formativeness
and offering a visual stimulus to users. An objet refers to an object of symbolic function. That is to say, it serves
to increase cultural values by approaching arts in an ordinary environment. Distinctive objets are mainly expressed
as new ideas by the emerging designers in Europe. In particular, Marcel Wanders designs hotel spaces on the
basis of the emotional meaning and story of objets, thereby showing interesting elements. He brings human
stories into a design by leveraging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an objet, such as the place, fantasy and
story-telling, in hotel interior spaces. This allows users, who reject the stereotypes of modern functionalism, to
have exotic memories by stimulating their instinctive senses. Furthermore, this can complete users as a part of
an artwork by creating a huge artwork on the basis of hotel interior spaces. In this regard, I hope that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appeared in the hotel interior spaces of Marcel Wanders can be utilized as preliminary
data for planning design hotel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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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다양화되고 복합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따라

소비자들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와 차별화

된 경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며, 여가에 대한 관심

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의 수요가 늘

어나기 시작했으며, 기존의 대량화되고 표준화된 대형

체인 호텔보다는 감각적인 디자인을 갖춘 디자인 호텔이

급부상 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 호텔

로써 우리가 미처 체험하지 못했던 어떤 연상 작용이나

기묘한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design1@kmu.ac.kr

(오브제: object)를 활용하여 공간연출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호텔과 브랜드간의 협업이 나타나고 있는데,

호텔 공간의 인테리어 요소들이 모두 브랜드의 다양한

가구와 오브제로 연출되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

의 한 부분처럼, 또는 사용자들에게 전시장을 체험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호텔 실내공간의

오브제의 활용은 다원적인 방법으로 예술자체를 일상적

환경 속으로 접근시킬 수 있으며, 구조 및 재료와 같은

기존의 관념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타 공간과의 차별성

을 지닌다. 특색 있는 오브제의 활용은 유럽 신흥 디자

이너들에 의해 새로운 발상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특히 마르셀 반더스의 경우 오브제의 감성적인 의미와

스토리를 바탕으로 호텔 공간을 설계하여 더욱 차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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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oooi, New York
showroom

(자료: http://www.moooi.com)

<그림 1> 마르셀 반더스 작품의 특징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마르셀 반더스

의 호텔 실내공간에 나타난 오브제의 표현특성을 분석하

고 도출된 결과를 향후 디자인 호텔 공간 오브제 연출방

법에 적용하여 인간의 일상적인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

는 창조적인 접근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마르셀 반더스의 저서(Marcel Wanders:

Behind the Ceiling, Marcel Wanders Interiors)와 홈페

이지를 통해 마르셀 반더스의 성장배경 및 디자인 철학

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호텔과 오브제의 이론적 고찰

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오브제와 공간에 관련된 선행연

구를 분석하여 정리된 공통점과 한계점을 밝힌 뒤, 본

연구의 오브제 표현 특성을 체계화한다. 사례분석의 범

위는 인테리어 전문지, 단행본,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마르셀 반더스가 설계한 호텔 실내공간 7곳을 선정하여

분석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르셀 반더스의 성장배경 및 디자인 철학을 알

아보고 호텔과 오브제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마르셀 반더스의 실내공간을 대상으로 오브제의

표현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특성별로 키워드를

도출한다.

셋째, 추출된 키워드에 의해 제시된 분석틀을 기준으

로 마르셀 반더스의 호텔 실내공간에 나타난 오브제 표

현특성을 분석한 뒤,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마르셀 반더스의 성장배경 및 디자인 철학
(1) 마르셀 반더스의 성장배경

마르셀 반더스(Marcel Wanders)는 1963년 네덜란드

남부에 있는 복스텔(Boxtel)에서 기업가인 아버지 밑에

서 태어났다. 산업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아이트호벤

디자인 아카데미(Design Academy Eindhoven)에 잠시

다니기도 하였고, 벨기에 디자인 스쿨(Begian Design

School)을 거쳐 1988년 네덜란드의 직업학교인 아른헴

예술학교(Institute of the Art Arnhem)에서 우등생으로

졸업했다.1) 최근에는 크리스토플(Christofle), 비사짜

(Bisazza), 카펠리니(Capellini) 등 여러 회사들의 가구 및

생활용품 디자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업 공간, 호텔,

주거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의 실내디자인 작업도 진행되

고 있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그의 작업들은, 형태는

더 이상 기능에 얽매여있을 필요가 없으며 보다 흥미 있

1)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Marcel_wanders

고 감정을 나타내는 스토리를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2)

(2) 마르셀 반더스의 디자인 철학

마르셀 반더스의 저서에 따르면 오랫동안 디자인은 기

능에만 충실하거나 단순히 영역의 확대만을 보여주는 수

평적인 발전을 하였는데, 그는 디자인의 중심에 인간을

내포하고자하는 열망이 있었다. 디자인은 단순한 전통적

인 문화적 가치에서 벗어나야 하며, 더욱 심오한 방법의

디자인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감동을 주어야한다고 말하

였으며 이것이 바로 그가 이야기 하는 디자인의 수직적

발전이다.3) 그는 “과거에는 기계의 성능 때문에 사람들

은 주위의 사람보다 더욱 기술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지

만, 내가 인간 이야기를 디자인 속으로 가져오자마자 사

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기 시작했다. 형태는 더 이

상 기능에 종속되어질 필요가 없다.”4)고 언급하였으며,

마르셀 반더스의 작품들을 보면 동화 속처럼 환상적이거

나 때로는 유희적이며 아이러니한 의미를 가진다. 그는

디자인에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이고 본질적인 의

미를 표현하고자 했다. 경험을 통한 환상과 꿈의 세계로

서 의식에 속박되지 않은 인간 정신의 자유를 추구하였

으며 그 표현 효과를 과감하게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내

면세계를 표출하였다.5) 또한, 마르셀 반더스는 자신을

‘형태를 창조하는 사람’이 아닌 ‘형태를 찾는 사람’이라고

묘사하였으며, 그의 디자인은 우리가 익히 보고 경험한

일상적인 형태와 장식을

계승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

만 때로는 누구도 전혀 상

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

상과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6) 이

러한 마르셀 반더스의 실

험적이고 기발한 디자인

특징은 <그림 2>의 네덜

2) Marcel Wanders, Marcel Wanders: Behind the Ceiling, 초판,
Gestalten, Berlin, 2009, p.92

3) 김수진, 마르셀 반더스의 실내공간에 나타난 오브제를 이용한 스토
리텔링의 표현 특성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13, p.43

4) Marcel Wanders, op. cit., pp.7-10
5) 김수진, op. cit., p.46
6) 월간 디자인, 2014년 07월호, http://mdesign.desig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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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재

- 정적이고 보수적인 호텔
- 대량화되고 표준화된

대형 호텔
- 구조 및 재료 등에 의한

조형적인 호텔

▶

- 다양한 여가시설과
감각적인 디자인을 갖춘 호텔

-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함께 공존하는
‘도심 속 커뮤니티 공간’

- 새로운 경험과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호텔

- 오브제로 이루어진
이미지 창조 공간

<표 1> 호텔의 변화

<그림 3> Armani Hotel, Dubai
(자료: http://kr.hotels.com)

란드의 세계적인 디자인가구 모오이(Moooi)에서 잘 나타

난다. 모오이는 마르셀 반더스와 마케팅 전문가 캐스퍼

비제(Casper Vissers)에 의해 2001년에 설립되어 30여명

의 디자인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머스럽고 대담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모오이(mooi)는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네덜란드어인데, 반복되는 스펠링의 ‘o’는 특별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는 강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현

재까지 10여 년 동안 참신하고 혁신적인 조명, 가구, 인

테리어 소품 등의 제품 디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주요 도시에 전략적으로 몇 개의 쇼룸을

열었다.7)

2.2. 호텔과 오브제의 이론적 고찰
(1) 호텔의 이해

1) 호텔의 개념

본래 호텔(hotel)이란 말은 라틴어의 ‘hospitale’에서

파생되었다. 프랑스어인 호텔이란 단어는 중세 프랑스에

서 귀족들의 거주지, 혹은 병원에 상응하는 말로써, 귀족

들과 왕족들에게 봉사하던 전문조리사(chef)와 하인

(maitre d’hotel)들이 그곳에서 익숙하게 준비하던 요리와

서비스 방법을 상업적으로 개발한 뒤에 생겨나게 되었

다.8) 사전적 의미로의 호텔은 ‘a place or shelter and

rest for travelers’, 즉 여행자의 숙박과 휴식의 장소이며

현대적 의미로는 ‘a building or institution providing

lodging, meals, and service for the public’로 정의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호텔은 일시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소를 찾는 여행자 혹은 숙소를 일시적이거나 장기간

거주지로 삼으려는 자에게 적절한 숙박 및 기타 편의시

설을 제공하여 대가로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장소로 정의할 수 있다.9)

2) 현대사회에서 호텔의 변화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소비자들은 기존의

정적이고 보수적인 호텔보다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

와 다양한 여가 시설, 감각적인 디자인을 갖춘 호텔을

요구하게 되었다. 디자인 호텔은 이러한 새로운 니즈

(needs)에 따라 대량화되고 표준화된 대형 체인 호텔과

는 달리, 디자인을 통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함께 공

존하는 ‘도심 속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로운 경험과 라

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창조하고 있다.10) 따라서 차별

화된 디자인 방법으로 구조 및 재료 등에 의한 조형보다

는 오브제로 이루어진 이미지창조에 역점을 두고 있다.

7) http://www.moooi.com
8) 주장건, 호텔건축계획, 초판, 세진사, 서울, 1999, p.17
9) 이정훈, 디자인 호텔의 개념을 도입한 도시 호텔 로비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3, p.4

10) 남소영, 4Cs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호텔의 스페이스 마케팅 전략
요소 정립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9, p.7

이처럼 오브제를 호텔 실내 공간에 배열하여 오브제와

공간이 함께 작품을 이루는 개념의 조형영역은 기존의

관념적인 공간과 폐쇄된 공간으로부터 탈피하게 된다.

또한 예술자체를 일상적 환경 속으로 접근시킴으로써,

그 본질과 영역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실내공간을 구조화

시키는 경향이 나타난다.11)

<그림 3>의 두바이에 위치한 아르마니 호텔은 인테리

어 요소들이 모두 아르

마니 까사(Armani Casa)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

어 브랜드의 제품과 공

간을 일시적으로 소유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12) 또한 가구와

조명 등 까사브랜드의

다양한 오브제를 두어 아르마니 까사 전시장을 직접 체

험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마르셀 반더스가 설계한

다수의 호텔에서도 모오이(Moooi) 브랜드의 가구 및 오

브제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연출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 현대 호텔 공간에서 오브제의 도입은 하나의 거

대한 예술작품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며, 사용자와 긴밀

한 관계를 연결해주는 필연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오브

제는 공간을 이루고 있는 어떠한 요소보다 무한한 방법

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호

텔 공간에서의 오브제 사용은 공간을 더욱 부각시킬 것

이다.13)

(2) 오브제의 정의 및 발전과정

1) 오브제의 정의

오브제(object 불어로는 objet)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

하게 물체, 사물, 대상, 물건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원

적으로 오브제는 스콜라 학파 사이에 사용되는 ‘오브젝

툼(objectum)’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객체 또는 대상이라

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브제는 사전적 의미와 같이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물건

과 물체라는 뜻 그리고 인식주체의 인식대상으로서의 정

11) 장수진, 설치미술적 표현특성을 적용한 디자인호텔 로비 실내디자
인, 홍익대 석사논문, 2005, p.19

12) http://www.armanihotels.com/en/index.html
13) 김수진, op. cit.,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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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저자 연도 특성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오
브제적 공간구성 표현에
관한 연구

김수정,
이상호

2006

-탈구축적 자유
-환상적 복수
-상징적 기호
-유기적 탈구성
-문화적

건축공간에 나타난 오브
제의 기능에 관한 사례
연구

송병하,
조은탁

2007

-동선 유도
-공간 분할
-장소성
-비쥬얼 타겟
-수직성/수평성

<표 2> 오브제와 공간의 선행연구

<그림 4> Maison Moschino,
Milan

(자료: http://www.agoda.com)

신적인 것을 포함한 대상, 객체라는 뜻을 품고 있다.14)

예술에 있어서 오브제는 그 양태의 다양성 때문에 정의

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물체가 우연적이거나 필연적 효

과에 따라 작품의 소재가 될 때 그 본래의 용도나 기능

은 의미를 잃게 되고 새로운 물체성을 가지고 예술 작품

화 될 때 이 물체를 ‘object’라고 한다. 우리가 미처 체험

하지 못했던 어떤 연상 작용이나 기묘한 효과까지도 얻

을 수 있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를 말한다.15) 이러한 오

브제는 초기에는 물질적인 형태라는 협의로만 이해되었

지만 현상학적 접근 방법의 도입과 조형예술 영역에서의

오브제의 개념과 대상 확장에 영향을 받아 비물질적인

것, 비가시적인 것 등을 포괄하며 인간의 공간인지에 영

향을 주는 제 요소로 확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6)

2) 오브제의 발전과정

미술사에서 오브제용어의 등장은 입체파 피카소와 브라

크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입체파의 콜라주를 시작으로 미

래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팝아트 미니멀리즘 그리고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미술역사에 있어 오브제는 수많은

작가들의 영감이나 작품에 큰 영향을 끼쳤다. 미술에서 오

브제의 시작은 종합적 입체주의 시기의 파블로 피카소와

브라크의 작품부터이며 1910년에 콜라주를 시작으로 오브

제가 평면작품에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17)

따라서 오브제를 통한 미술은 일상과 예술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왔으며 예술가들에 있어서는

그 표현과 사고의 폭을 정신적인 세계까지 넓히는데 지대

한 영향을 미쳤다. 이로서 예술가들은 오브제 자체의 본

질을 보다 직관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18)

2.3. 공간에서의 오브제
현대사회에서 오브제의 특성은 공간의 특성을 의미하

며 공간이 주체가 되는 사용자의 심미적 의도를 겨냥한

물(物)로서 객체화하는 과정을 통하며, 공간 안에서 상징

성과 독립체로 존재하며 새로운 신체행위를 수행하는 디

자인 방법으로 표현 되었다. 오브제는 공간의 구조로 강

조되기도 하고, 때로는 의장의 요소로 강조되기도 하며

발전되어 왔다. 먼저 형을 만들고자하는 공간과의 관계부

터 설정하여 그 선택에 따라서 재료와 방법이 달라지고

또, 공간의 크기와 관계에 따라서 형을 만드는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한 것이다.19) 또한 오브제는 철학적으로 의식의

14) 강홍구,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신국판, 도서출판재원, 서울, 1995,
p.186

15) 이원우, 오브제 연출기법에 의한 패션디스플레이의 방향에 관한 연
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0, p.25

16) 안주희, 현대 식음공간에 나타난 오브제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8, p.20

17) 안연희, 현대미술사전, 초판, 미진사, 서울, 1999, pp.328
18) 차형석, 오브제를 통한 상징성 표현에 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3, p.11

지향적 대상, 의식, 내용, 표상 등을 의미하고 우리의 인

식과 행위의 대상뿐만 아니라 관념적 대상도 포함20)되기

때문에 오브제는 눈앞에 보이는 것뿐 만 아니라 시각적

으로 인지되어지진 않지만 생각하여 인식 되어질 수 있

는 비 확인물도 포함될 수 있다.21) 실내 공간에서의 오브

제는 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공간 사용자의 커뮤

니케이션을 위한 디자인적 요소로 작용되기도 한다. 오브

제를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공간을 지배하는 요소로, 풍부

한 어휘를 제공하는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이다.22) 따라서

실내공간에서 표현되는 오브제는 예술적 성향도 갖지만,

기술적인 요소도 함께 나타나므로 공간속에서 예술과 기

능이 하나로 작용된다. 이러한 오브제는 스토리텔링에 의

해 공간을 상징하며 사용자에게 더욱 감성적 체험이 이

루어지게 한다. 공간에서의 오브제는 바닥, 벽, 천장, 계

단, 가구, 조명, 장식물 등의 구성요소로 나뉠 수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요소로 구분

되어 의미와 기능이 작용하

기도 하나 각각의 오브제들

이 모여 전체적인 실내공간

을 구성하여 공간을 상징하

기도 한다. 오브제의 표현은

특히 호텔공간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나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전시공간의 효

과도 나타난다. <그림 4>의 메종 모스키노(Maison

Moschino) 호텔은 실내 공간 전체에 동화 같은 세계를

구현하여 모스키노만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있으며,

공간 전체가 오브제로 이루어진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작

용하고 있다. 이러한 오브제와 공간의 선행연구에서 나타

난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19) 김수정, 실내디자인에서 오브제의 지각방식과 표현에 관한연구, 한
국디자인지식학회 제11권, 2009, p.4

20) 김수정,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오브제적 공간구성 표현에 관한 연
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5권 6호, 2006, p.123

21) 박유미, 공간 경험을 통한 Affordance에 따른 공간과 오브제의 상
호관계 –인간의 인지적 체계 중심으로-, 국민대 석사논문, 2008,
p.12

22) 이재규, 현대 실내디자인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
문, 1991, p.66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2호 통권115호 _ 2016.04          135

유희(遊戱)적인 공간 연
출을 위한 오브제 표현
특성 연구

강정민 2008

-형태적 오브제 표현(스케일 변형,
형태 유추 기법, 비정형 곡선)
-시각적 오브제 표현(가변성, 착시,
빛�색채�재료에 의한 환상적 표현)
-감성 및 체험적 오브제 표현(테마
성, 스토리텔링, 재현성)

마르셀 반더스의 실내공
간에 나타난 오브제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표현
특성 연구

김수진 2013
-시각적특성(상징성, 역동성)
-기능적특성(방향성, 장면성, 장소
성, 상호작용성)

나이젤코츠(Nigel Coates)
작품에 나타난 오브제적
감성공간 특성 연구

이하나,
이찬

2014

-지역성
-상징성
-장면성
-연속성
-장식성
-체험성

<그림 5> 마르셀 반더스의 오브제 표현특성 도출과정

<그림 6> The Hotel, Switzerland, Jean
Nouvel

(자료: http://www.the-hotel.ch)

김수정은 오브제적 공간구성의 유형중 환상적 복수 공

간구성, 문화적 공간구성 위주로 분류된 작품이 많았고,

송병하는 오브제의 예술적가치 및 장소성, 공간의 한계

를 극복하는 기능적 수단으로서 연구하였으며, 강정민은

사용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 오브제의 테마성, 환

상적인 표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고, 김수진은 오브

제를 시각적/기능적특성으로 구분하여 하위개념중 유추

나 변형에 의한 상징성과 장면성이 분석결과가 가장 많

았으며 이하나는 오브제의 상징성, 지역성, 체험성의 특

성이 사례분석의 결과로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자마다 오브제에 관하여 각각의 표현특성의 차이

가 조금씩 있지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개념 위주로 크

게 장소성과 환상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르셀반더스의 디자인철학에서 강조되는 사람들의 일상

적 이야기를 자신의 디자인작업에 풀어가는 점을 고려하

여 ‘스토리텔링’을 포함하여 오브제의 표현특성을 살펴보

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 <그림 5>와 같다.

3. 마르셀 반더스의 실내공간에 나타난

오브제의 표현특성

3.1. 장소성
장소는 사건이나 기억을 통해 다른 곳과 구별되는 의

미를 가진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는 곳에 종교

건축이 세워지는 것처럼 자연과 건축 사이에 어떤 지점

을 점유 하느냐 즉, 배치되느냐의 문제가 장소성을 재

규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23) 이러한 장소와 장소성

에 대한 논의는 관점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가지며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장소와 인간사이의 상호작용을 토

대로 장소를 이해하는 인문 지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장소성은 장소의 본질이며 장소가 지니는 정서적이고 상

징적인 의미의 가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

의 체험을 통해 경험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작용

이며, 장소가 주체가 되어 다른 장소와의 차별성을 나타

내는 ‘장소 정체성’과 개인이 주체가 되어 애착작용이 일

어나는 ‘장소감’의 특성이 충족되는 상호관계가 이루어질

때 형성된다.24) 장 누벨(Jean Nouvel)의 더 호텔(The

Hotel)은 스위스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 중의 한 곳인 호

수의도시루체른(Lucerne)

중심가에 있으며, 호

텔 옆에는 공원이 위

치해 모든 객실에서

공원을 조망할 수 있

다. 또한, 객실마다 모

두 다른 컨셉으로 설

계되었으며, 객실의 천

장과 벽에는 서로 다

른 영화 속 장면들이 장식되어 장소와 사용자간의 그리

고 사용자와 문화매체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르셀 반더스는 기존의 것에서 새로운 요소들을

부가적으로 더하여 디자인을 재창조시켰으며,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환경 또는 주변의 자연환경, 역사,

문화에 나타나는 요소를 본인의 디자인에 담고자 하였

다. 또한, 그는 자신의 고향 네덜란드 델프트 지방의 특

산물 채색 질그릇에서 볼 수 있는 델프트 블루(Delft

blue) 색상을 공간의 벽면장식 마감 및 그릇, 인형, 조명

등 소품에 자주 사용하였다.

(1) 문화

장소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요소로서, 인간 활동의 결

과로 만들어진 생활양식, 역사, 문화, 인적 자본, 제도 등

이다.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이 공간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들어내는 무형의 요소들로, 특정 장소에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물리적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

적이다.25) 예를 들어 재즈음악의 전 세계적 확대나 음식

문화의 국제화 등과 같이 문화나 인적자본 등은 원래 장

소로부터 다른 장소로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26)

23) Martin Heidegger, Poetry, Language, Thought, 초판,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 1985, p.160

24)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http://library.krihs.re.kr
25) 백서영, 장소성 형성을 위한 시각적 방법론 연구 –아나몰포시스
형태의 장소 아이콘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14, p.28

26) 백선혜, 장소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한국과 미국 소도
시의 문화예술축제를 사례로-, 서울대 박사논문, 2004, p.28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2호 통권115호 _ 2016.04136

<그림 7> Villa Moda, 2008
(자료: http://www.marcelwanders.com)

<그림 8> St.Martins Lane Hotel, London, Philippe Patrick Starck
(자료: http://www.starck.com)

<그림 9> HI-MACS, Milan, Marcel Wanders
(자료: http://iloboyou.com)

<그림 7>의 빌라 모다(Villa Moda)는 고급 패션 브랜

드의 집결 매장으로 마르셀 반더스가 중동의 전통시장인

‘수크(souk)’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되었다. 또한 진주 모

형은 바레인의 유산을 참고해 고안하였으며 지역성이 강

하게 묻어난다. 또한 마네킹과 벽의 패턴 등 다양한 오

브제를 통해 장터의 혼잡스러움과 아랍인들의 문화를 나

타냈다. 마르셀 반더스는 지역의 문화를 자신만의 이야

기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 장소만

이 지닌 특정한 이미지와 가치, 고유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3.2. 환상성
환상이라는 개념은 간단하게 정의되기 힘든 모호한 지

점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정의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모호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환상이 가진 가장 근본

적인 속성일 것이다.27) 환상적 세계를 창출하는 힘은 상

상력이다. 상상력은 인간이 지닌 무한한 창조력이며 그

것은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 환상적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무관하지 않으며, 동시에 현

실에서 꿈꾸는 것이 실현 가능하고 때로는 기존 현실에

대한 전복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도 있다는 믿

음에서 비롯된 것이다.28) 공간에서 환상을 재현해내는

환상적인 것들의 생성인자는 ‘환각(幻覺, hallucination

)’29)과 ‘환영(幻影, illusion)’30)이다. 사물은 사물 그 자체

27) 안은희, 이정욱, 현대 실내공간의 환상적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
내디자인학회, 제15권 1호, 2006, p.81

28) 김수연, 소통과 치유를 꿈꾸는 상상력, <숙향전>, 한국고전연구학
회, 제23권 2011, p.431

29) 환각(幻覺, hallucination). 지각의 왜곡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지각
의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대상이 있는 것처럼 지각
하거나 실제로 어떤 지각의 대상이 있음에도 대상을 전혀 지각하
지 못하는 상태로서 이는 외부자극이 없는데도 감각적 경험을 갖
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30) 환영(幻影, illusion). 감각의 왜곡으로 인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사
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환영' 이라는 단어는 감각의
왜곡의 한 종류로서 일컬어진다. 자극이 없이 왜곡이 나타나는 현
상인 '환각' (Hallucination)과는 다르게, 환영은 실제로 일어난 감
각의 잘못된 해석에서 이해된다. 예를 들어, 환경에 상관없이 소리
가 들린다면 환각 현상이지만, 물 흐르는 소리(혹은 다른 청각적
자극)로부터 목소리를 듣는다면 이는 환영 현상이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로 드러나지도 않고 주어지지도 않는다. 환각과 환영을

통해서만 드러나고 주어진다. 즉 환상적 공간이란 환상

적인 것들이 환각과 환영이라는 재현방식을 통해 차이만

을 드러내며 표현된 공간이다.31)

필립스탁(Philippe Patrick Starck)의 세인트 마틴스 레

인(St.Martins Lane) 호텔은 로비의 거대한 화분과 달리

입술 형태의 의자를 두어 환상적인 요소를 제공하고 있

다. 마르셀 반더스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환상성이 부각

되어 나타나는데 그는 공간 사용자가 감정이입 될 수 있

는 환상적 분위기를 공간에 전체적으로 연출하여 현실에

서 일탈하여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공간과의 능동

적 체험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필립 스탁의 경우 바닥과

벽면에 의한 오브제 연출이라기 보다는 오브제 자체만의

연출에 주력하였으나, 이와 달리 마르셀 반더스는 <그림

9>의 하이맥스(HI-MACS)와 같이 오브제뿐만 아니라

바닥, 벽, 천장과

의 패턴과 조명과

함께 구성된 오브

제 연출을 통해

의해 환상적인 분

위기를 제공하여

극적인 효과를 창

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환상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은 사용자에게 이색적

인 체험으로 다가간다.

(1) 몽환적 분위기

몽환은 꿈과 환상이라는 뜻으로 허황된 생각을 뜻하는

말이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이 환상처럼 덧없음을

비유한다. 이는 인간이 현실세계에 대한 상처와 한계성

으로 인해 이상세계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

며, 현실이 아닌 환상을 쫓는다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

다. 삶은 인간에게 현실의 기억에서 절망을 느끼는 순간

상상의 기억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고자 한

다. 따라서 현실과 상상의 기억이 만나는 점에서 몽환적

공간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현실은 자신의 이상

과 비슷한 공간이 되길 바라며 몽환적 공간을 꿈꾼다.32)

31) 안은희, 이정욱, op. cit., pp.82-83
32) 차민지, 몽환적 공간 표현에 관한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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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Quasar, Istanbul, 2015
(자료: http://www.marcelwanders.com)

<그림 10> Moooi, London design
festival 2011

(자료:http://www.pinterest.com)

<그림 12> Blits, Rotterdam, 2005
(자료: http://www.marcelwanders.com)

<그림 10>은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 2011에 전시된

모오이(Moooi)의 쇼룸이

다. 바닷 속 배경을 연상

케하는 조명과 빛, 음향

그리고 말 형태의 오브제

와 다양한 소품을 통해

다차원적인 우주를 탐험

하는 듯한 공간을 연출하

였으며, 이를 통해 몽환

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마르셀 반더스는

조명뿐만 아니라 초현실적인 소품을 통해 환상적인

공간 표현을 극대화시켰다.

(2) 스케일의 왜곡

각각의 사물은 저마다 고유의 모양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왜곡은 ‘규칙적인 조화에서 벗어난, 또는 비례에

대한 무시’를 말하는 것33)으로 기존의 형태에 왜곡을 주

거나 본래의 크기에서 극적인 대비효과가 일어나면 보는

이에게 이질적인 대상으로 다가간다. 마르셀 반더스의

작품에서 이와 같은 스케일의 왜곡이 잘 표현되는데

<그림 11>는 터키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빌딩 퀘이사

(Quasar)로 로비의 중앙

에 배치된 화이트 색상의

꽃으로 장식된 신비로운

분위기의 거대한 오브제는

동서양 문화의 다리 역할

을 한 이스탄불을 상징하

며,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

는 이질적인 객체로써 지

나가는 행인들에게 환상적

인 시각을 제공한다.

3.3. 스토리텔링
공간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가장 직접적으로 다양

한 경험을 제공 하는 곳으로써 인간에게 아주 중요하고

친밀한 요소이다. 따라서 공간은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

기 위해 치밀하게 구성된 이야기가 요구된다. 공간을 위

한 스토리텔링으로 우선 이야기가 있고 그 뒤에 디자인

이 따르게 된다.34) 마르셀 반더스는 디자인 아카데미 아

인트호반 재학시절 이론적이고 독단적인, 단순히 시각적

인 화려함에 치우친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의 담당 교

수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은 후 자신의 디자인 관점이

국대 석사논문, 2013, pp.11-12
33) 안선경,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醜)의 개념: 1980년대 중반부터

1994년까지, 숙명대 석사논문, 1994, p.82
34) 안희정, 쇼핑 공간 디자인의 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
형학회, 제9권 6호, 2008, p.313

산업디자인 요람기에 맞추어 창안된 디자인 이론과 스타

일에 시각적, 개념적으로만 치우쳐져 있었다고 판단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디자이너들의 철학보다는

자신들의 인생에서의 영감인 매체를 원하는 것을 알

게 되었다.35) 그래서 그는 스토리가 담긴 디자인에

대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으며 효율적인 오

브제의 사용은 공간과 사용자를 연결해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36) 따라서 본인의 어렸을 적 추억이나 동

화 또는 신화속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작품 속에 자

주 등장시켰으며, 이러한 스토리는 사용자와 공간이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으로 여겨

지고 있다.

(1) 기억과 향수

1980년대부터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기억 중에서 개인

적인 기억이 저장되는 부분을 ‘자전적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것은 곧 우리 삶의 연

대기를 의미한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무엇이냐고, 어렸을 때 어떻게 생긴 집에 살았느

냐고,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마다

우리는 그 긴 기록을 뒤적인다.37) 프로이드는 예술이 유

아초기의 경험을 간직하면서 그 체험을 자신의 예술로

형상화시킬 수 있는 특이한 존재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여

예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성인의 잠재의식은

어린 시절의 잃어버린 세계로의 회귀를 열망하고, 또 실

제로 꿈과 신경을 통해 회귀하기 때문에 예술은 특히나

과거의 체험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제공

한다. 예술가는 침전된 경험과 어린 시절 체험의 풍성한

접촉으로 말미암아 주요한 예술작품, 즉 자신의 독특한 작

품을 창조하는 것

이다.38) 예술가들

은 유년시절의 기

억을 자신이 속한

현재의 시간 그리

고 공간과 연관

지으며 그들만의

언어로 예술작품

을 창조하며 이

를 통해 그들의 과거 유년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39)

<그림 12>의 블리츠(Blits) 레스토랑은 극장에서 사용

하는 의자와 흑백 커튼을 배치하여 마치 무대와 같은 구

35) Marcel Wanders, op. cit., p.53
36) http://www.marcelwanders.com
37) 다우베 드라이스마, 김승욱 역, 나이가 들수록 왜 시간은 빨리 흐
르는가, 초판, 에코리브르, 서울, 2005, p.8

38) 잭 스펙터, 신문수 역, 프로이트 예술 미학, 초판, 풀빛, 서울, 1981,
p.118

39) 김은술, 유년시절의 유희적 기억에 대한 조형연구 -본인 작품을 중
심으로-, 숙명여대 석사논문, 2012,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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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작품명 개관연도 위치
A Hotel on Rivington 2003 Manhatan, USA
B Lute Suites 2005 Amsterdam, Netherlands
C Mondrian South Beach 2008 Miami, USA

D Kameha Grand Bonn 2010
Nordrhein-West falen,

Germany
E Andaz 2012 Amsterdam, Netherlands
F Mira Moon 2013 Hong Kong, China
G The Kameha Grand Zurich 2015 Glattbrugg, Switzerland

<표 3> 사례분석 대상

<그림 13> Mira moon hotel, 2013
(자료: http://www.miramoonhotel.com)

연
번

호텔 개요

A

호텔명 Hotel on Rivington

개관연도 2003

위치 Manhatan, USA

객실 수 108 Rooms

사진 www.marcelwanders.com

이미지

개
요

-360도 조망의 21층 글래스 타워인 리빙턴 호텔은 근방에 박물관
과 타임 스퀘어가 있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22가지의 각기
다른 컨셉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음

공
간
표
현
특
성

장
소
성

문화
-동굴형태의 오브제, 벽면 패턴 장식등
의 환상성은 표현되나 호텔의 장소가 지
니는 환경, 문화적 요소 미약

환
상
성

몽환적
분위기

◐

-레스토랑과 복도 전체 벽에 흑백으로
장식된 패턴을 통해 신비로운 공간에 온
듯한 느낌을 자아냄
-전체적으로 어두운 객실 내부에 액자와
검정색의 의자를 배치하여 톤온톤의 조
합이지만,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그림을
통해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

스케일의
왜곡

◐
-형태와 스케일이 왜곡된 통로는 동굴을
연상시킴으로써 하나의 오브제로 작용하며,
지나가는 투숙객에게 흥미 요소로 다가감

스
토
리
텔
링

기억과 향수 -벽체패턴 속 물고기 형태는 반더스 고
유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있으나 공
간컨셉과 관련된 스토리는 미약함신비주의

<표 4> 사례분석

성을 이루고 있다. 또한, 레드컬러의 오브제는 공간 전체

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요소를 통해 마치

극장에서 식사를 하는듯한 연출이 돋보인다.

(2) 신비주의

신비주의란, 단어의 뜻이 매우 모호하며 정의내리기가

딱히 마땅하지 않지만, ‘신비주의’와 ‘신비적’이라는 단어

는 종종 사실이나 논리적 근거 없이 모호하고 광대하고

감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의견에 던져지는 단순한 비난

조의 용어로 사용되곤 하였다.40)

신비주의적 체험은 일상적으로 친숙한 경험이 아니라

일상성을 초월한 특별한 경험이다. 이는 일상적 삶에 오

염되지 않은 채 순수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며, 일상적

인 삶은 관습과 친숙한 개념 등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매

개된 삶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이지 않는 여러 편견과

개념들이 겹겹이 쌓여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에

순수한 근원적인 초월자에게로 시선이 돌려지지 못한다.

즉 신비주의적 체험은 곧 일상적인 평범한 삶속에서가

아니라 이를 깨뜨리는 “초월적 삶의 관심 속에서 고차적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41) <그림 13>의 미라문 호텔

(Mira moon hotel)

은 아홉 개의 태양

을 쏘아 떨어뜨린

명국 ‘후예’와 달의

여신 창어의 이야기

를 재해석 하여 전

체적인 실내 공간에

현대적인 감각으로

접목시켰으며, 이를

통해 호텔 이용객들

은 초월적인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달에 사는 신

비로운 동물 옥토끼가 등장하는 중국의 전설에서 영감을

얻어 호텔 공간을 디자인했다.

4. 마르셀 반더스의 호텔 실내공간에 나

타난 오브제 표현 특성 사례분석

4.1. 사례범위 및 방법
사례분석의 범위는 마르셀 반더스가 설계한 2003-2015

년까지의 개관된 호텔 7곳의 실내공간을 선정하였으며,

마르셀 반더스의 홈페이지, 인테리어 전문지, 인터넷 사

이트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공간의 특성을 분석한

다. 사례분석의 대상은 다음 <표 3>과 같다.

40) William James,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초판, 김재영 역, 한길사, 서울, 1999, pp.461-462

41) 박인철, 현상학과 신비주의: 후설 현상학을 중심으로, 철학연구회,
제103호, 2013, p.88

4.2.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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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호텔명 Lute Suites

개관연도 2005

위치 Amsterdam, Netherlands

객실 수 7 Rooms

사진 www.marcelwanders.com

이미지

왼쪽부터 회의실1, 회의실2, 리셉션, 스위트 1~7

개
요

-암스테르담의 작은 마을인 오우더케크(Ouderkerk)의 암스텔 강
(Amstel River)이 보이는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7개의 스위트 룸,
2개의 회의실, 1개의 리셉션으로 구성되어 각 방마다 색다른 컨셉
의 디자인으로 공간을 표현했으며, 세계 최초 ‘도시 전체에 걸친
스위트룸’이라는 차별화된 숙박 설계 개념을 정립
-18세기의 군용 화약 공장 건물의 화재로 인해 리노베이션 됨

공
간
표
현
특
성

장
소
성

문화
-공간 속 오브제에 나타난 문화적 표현
은 미약함

환
상
성

몽환적
분위기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일상적인 분위기

의 오브제 연출로 전체적으로 환상적이
고 자극적 분위기 미약스케일의

왜곡

스
토
리
텔
링

기억과 향수 ●

-‘아주 편안한 나의 집’이라는 컨셉으로
‘즐거운 소식’, ‘어린아이의 꿈’, ‘집 앞에
서 펼쳐지는 평온한 풍경’, ‘활기찬 일상
의 일’등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계단, 의
자, 테이블, 벽체 등의 오브제에 자연스
러움을 최대한 표현
-객실의 중앙에 위치한 흰 비누를 연상
시키는 욕조, 추상적인 그림이 그려진 원
형의 의자와 같은 의도되지 않은 디자인
을 통해 ‘어린아이의 꿈’과 같은 동화속
의 한 장면을 연출

신비주의
-각각의 오브제는 친숙한 표현을 위하여
신비감 미약

C

호텔명 Mondrian South Beach

개관연도 2008

위치 Miami, USA

객실 수 335 Rooms

사진 www.marcelwanders.com

이미지

왼쪽부터 회의실1, 회의실2, 리셉션, 스위트 1~7

개
요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호텔은 전체적으
로 블랙 앤 화이트에 골드와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음
-넓은 공간을 활용한 점과 레드컬러의 사용으로 몬드리안의 특징
을 추상적으로 압축시켜 표현

공
간
표
현
특
성

장
소
성

문화
-벽면의 그림, 계단 등 동화 ‘잠자는 공
주’컨셉의 오브제로 표현하여 장소성이
미약함

환
상
성

몽환적
분위기

●

-해변, 풀장의 푸른빛과 대비되는 붉은
카페트의 패턴은 그림과 같은 몽환적 경
관 연출
-장식의 디테일 및 패턴 활용은 현대적
이면서도 고전미를 결합시켜 시대를 초
월한 분위기를 연출함

스케일의
왜곡

●

-오버스케일의 샹들리에, 곡선 형태의
기둥, 로비에 실버 프론트 데스크, 정원
에 배치된 대형 커튼과 녹색의 거대한
파티션을 통해 무대세트와 같은 환상적
인 분위기 제공

스
토
리
텔
링

기억과 향수 ●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
주’를 등장시켜 공간과 사용자들을 기억을
연결시키며, 과거 유년시절을 회상시킴

신비주의 ●

-벽면에 그려진 커다란 여자 얼굴을 통
해 호텔의 컨셉인 ‘잠자는 숲속의 공주’
를 표현하고 있으며, 신비로운 요소의 제
공으로 호텔 이용객의 흥미 유도
-로비 중앙의 나선형 계단은 성에 갇혀
있던 공주의 성을 상징하여 초월적 분위
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공주의 긴 머리카
락의 형태에서 유추

D

호텔명 Kameha Grand Bonn

개관연도 2010

위치 Nordrhein-West falen, Germany

객실 수 254 Rooms

사진
www.marcelwanders.com
www.kamehabon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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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이벤트 홀, 비즈니스와 레저, 스위트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위트룸은 게스트들의 캐릭터에 맞춰 다양한 컨셉으로 디자인
-호텔의 큰 창들은 모두 라인강을 향해 열려져 있어 풍경을 만끽
할 수 있음

공
간
표
현
특
성

장
소
성

문화

-거대한 오브제, 마르셀반더스 고유의
꽃 패턴과 벽면의 환상적인 여자 이미지
를 오브제로 사용하데 반해 장소성이 미
흡하게 나타남

환
상
성

몽환적
분위기

●
-로비 바닥의 꽃무늬 디지털 패턴 및 벽
에 수놓아진 패턴, 복도 전체를 뒤덮고
있는 빨간 꽃무늬 패턴은 꿈속에 있는
듯한 몽환적인 공간을 표현
-객실, 복도 벽의 그려진 여자 사진은
몽환적 분위기를 자아냄

스케일의
왜곡

◐

스
토
리
텔
링

기억과 향수 -각 공간에 나타난 패턴, 강렬한 색상,
몽환적인 사진 등은 공간컨셉의 스토리
텔링로 연결하기에는 미약함

신비주의

E

호텔명 Andaz

개관연도 2012

위치 Amsterdam, Netherlands

객실 수 122 Rooms

사진 www.marcelwanders.com

이미지

개
요

-Andaz Hotel 이전에 1977-2007년까지 30년 동안 암스테르담의 공
공 도서관으로 운영됨
-17세기 황금기를 맞이했던 암스테르담의 골든 에이지(Golden age)
시대를 마르셀 반더스만의 디자인으로 재해석
-과거 도서관에 존재했던 책 속의 진리와 지혜를 벽, 바닥 장식으
로 표현

공
간
표
현
특
성

장
소
성

문화 ●

-네덜란드의 상징물인 델프트 블루(Delft
Blue) 색상과 문양, 항해와 모험정신 등
역사적 모티브와 관련된 벽면 장식, 카펫
천장 조명 컬러 등의 오브제를 통해 지
역 고유의 문화를 느낄 수 있음
-암스테르담의 역사와 관련된 책의 이미
지를 벽지, 텍스처 등 그래픽디자인으로
나타내어 네덜란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음

환
상
성

몽환적
분위기

◐
-로비의 천장 높이 설치된 조명은 천창
과 함께 어우러져 우주를 연상케 하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

스케일의
왜곡

●

-객실 침대 헤드보드에 있는 거대한 스케일
의 물고기장식과 로비의 빨간 의자, 종 형
태의 조명은 스케일의 왜곡을 통해 이용객
들에게 시각적으로 차별적인 인상을 제공

스
토
리
텔
링

기억과 향수 ●

-로비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패턴은
시간 및 공간에 대한 방대한 스토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거울을 통해 반사되어
끝없는 기억에 대한 공간표현

신비주의
-전체적으로 벽면 패턴과 오브제 등 지
역의 문화요소로 신비롭고 초월적인 부
분은 미약함

F

호텔명 Mira Moon

개관연도 2013

위치 Hong Kong, China

객실 수 91 Rooms

사진
www.marcelwanders.com
http://syndicate.com

이미지

개
요

-31층의 층수를 지닌 이 호텔은 타임스퀘어 쇼핑 구역 근방에 위
치하고 있으며, 각각 객실의 이름은 ‘New Moon’, ‘Half Moon’, ‘Full
Moon’, ‘Moonshine’ 등 ‘달’이라는 상징적인 요소를 사용해 그 시대
속 표현되는 정신적인 형상이 묻어나는 공간의 디자인과 함께 호
텔의 독특한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음

공
간
표
현
특
성

장
소
성

문화 ●

-91개의 객실에서 벽면장식 등의 오브제
를 통해 달, 토끼, 모란꽃을 상징적으로
표현
-중국 문화를 재해석한 가구, 패브릭, 그
래픽,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붉은색과
작약 장식 새김 목판, 타일 모자이크, 커
튼 등의 오브제를 통해 지역의 문화를 직
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음

환
상
성

몽환적
분위기 -벽면장식 및 오브제에 중국의 전통, 전

설 표현이 두드러져 환상성이 미흡함스케일의
왜곡

스
토
리
텔
링

기억과 향수 ●

-아홉 개의 태양을 쏘아 떨어뜨린 명국
‘후예’와 달의 여신 창어 이야기의 재해
석한 기억의 공간을 바닥의 카펫문양과
벽면의 대형 조명에 표현함

신비주의 ●

-달에 사는 창어와 동물 옥토끼가 등장
하는 중국의 전설에서 영감을 얻어 다양
한 오브제에 접목. 이를 통해 욕실벽면
장식, 중국 문화를 재해석한 가구, 복도
에 신화를 재현한 대형 벽면 조명에서
신비로운 분위기가 표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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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연번

장소성 환상성 스토리텔링

문화
몽환적
분위기

스케일의
왜곡

기억과
향수

신비
주의

A ◐ ◐

B ●

C ● ● ● ●

D ● ◐

E ● ◐ ● ●

F ● ● ●

G ◐ ◐ ●

<표 5> 마르셀 반더스 호텔 실내공간의 오브제 표현특성

특성 표현요소

장
소
성

문화

-지역을 상징하는 색상, 문양, 타일, 커튼, 장식 등
역사적 모티브 사용
-벽지, 텍스처에 역사 관련 이미지의 그래픽 디자인
연출
-전통과 문화를 재해석한 가구, 패브릭, 기둥, 벽면
장식

환
상
성

몽환적 분위기
-꽃무늬 패턴, 벽과 기둥의 화려한 문양, 액자, 장
식, 거울, 조명

스케일의 왜곡
-오버스케일의 샹들리에, 가구, 기둥, 프론트 데스
크, 커튼, 파티션, 물고기 장식

스
토
리
텔
링

기억과 향수 -유년시절 회상을 위한 벽면장식, 욕조, 가구 등

신비주의
-동화 속 주인공이 그려진 벽면의 그림, 성을 상징
하는 계단
-전설을 재해석한 벽면, 조명, 가구, 장식 등

<표 5> 마르셀 반더스 호텔 실내공간의 오브제 표현특성

G

호텔명 The Kameha Grand Zurich

개관연도 2015

위치 Glattbrugg, Switzerland

객실 수 245 Rooms

사진 http://www.marcelwanders.com

이미지

개
요

-6층 건물의 이 호텔은 다채로운 문화를 지닌 스위스의 지역적인
특성과 네오 바로크 양식의 인테리어를 통해 각 객실의 색상, 구조
설계 및 디자인이 이루어 짐

공
간
표
현
특
성

장
소
성

문화 ◐
-기둥과 벽면 곳곳에 표현된 바로크스타
일의 패턴장식은 현대성과 전통성을 결합

환
상
성

몽환적
분위기

◐
-레드컬러의 커튼과 바닥의 화이트 앤 블랙
컬러의 패턴, 벽면과 기둥에 장식된 화려한
문양 등 오브제를 통해 몽환적인 분위기 표현

스케일의
왜곡

●
-로비의 거대한 기둥, 레스토랑의 접시
형태의 조명, 로비의 높은 커튼을 활용은
초현실적 분위기를 연출함

스
토
리
텔
링

기억과 향수 - 전체적으로 바닥패턴과 문양과 거대한
스케일의 오브제로 환상성이 강조되고
스토리텔링적인 요소가 미흡함신비주의

4.3. 분석의 종합
마르셀 반더스의 호텔 실내공간을 대상으로 오브제의

표현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5. 결론

마르셀 반더스의 호텔 실내공간에 나타난 오브제 표현

특성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성에 나타난 문화적 요소는 지역을 상징하

는 대표적인 색상(델프트블루) 및 전통문양을 바닥과 벽

면, 기둥에 카펫, 타일, 벽지 등으로 사용하여 입체적으

로 또는 조명화시켜 그 장소만이 지닌 특정한 이미지와

가치, 고유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둘째, 오브제 표현특성 유형 중 가장 많이 나타난 환

상성은 루트 스위트 호텔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바닥과

벽면에 거대한 스케일의 파편화되는 패턴, 각기 다른 스

타일의 다양한 오브제를 조합시켜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환상적 공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곳곳에 강조하는 초현실

적인 이미지들은 사용자들의 억압된 욕망을 해소시켜 상

상력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

셋째, 스토리텔링에서 주로 나타난 신비주의적 표현은

동화, 신화를 모티프로 회화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공간의 구조 및 각각의 오브제에 직, 간접적으로 표현하

고 있다. 여기에 적용된 허구와 진실이 섞인 신비로운

이야기는 오브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호기심의 공

간으로 다가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마르셀 반더스의 호텔 실내공간에서는 오

브제를 실내공간에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모티브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의

디자인에서 상상속의 스토리로 활용하였고, 환상적이고

꿈속과 같은 실험적인 오브제연출을 통해 인간 정신의

자유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그의 인간 중심적 디자인은

근대적 기능주의의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사용자들의 본

능적인 감각을 자극하여 이색적인 기억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마르셀 반더스의 호텔 실내공간에 나타난

오브제의 표현방법을 도입, 응용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전시공간이나 무대와 같은 감각적인 연출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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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디자인 호텔의 차별화된 오브제 디자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상과 예술을 넘나드는

오브제는 실내디자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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