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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torytelling in Life

Style Hotel F&B Space

Chung Yeonju

Advisor : Prof. Yoon gab-geun

Department of Interior Desig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With the diversification of modern society, the diverse values of modern people and 

the resulting consumption culture that values the intangible value pursuit and 

experience are important, the demand for accommodations is on the rise. Thus, unlike 

in the past, hotels have become more than just a cultural experience platform, 

fulfilling their own tastes or sensibility, or having new and special experiences, 

making it important to play a role as a function of their destination itself.

Now I am deeply interested in the value of more than design and service of the 

hotel with a variety of approaches to concepts and changes in consciousness about 

the meaning of the hotel, regardless of the operators and users of the hotel industry. 

In order to meet these social changes, the hotel's trend is also changing with the 

advent of a lifestyle hotel with a strategy of these needs and one-size-fits-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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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oticeable is that in addition to the basic room space that forms the hotel, 

the dining and drinking area is emerging as a role that satisfies expectations of 

delicate personal tastes and new cultural experiences. The role of the food and 

beverage space in the lifestyle hotel is to reach out to a variety of people who can 

deeply reflect the culture and trends that the hotel pursues and accept as a 

preference, and to help re-create the personal life style and social flow.

Therefore, this study will look at storytelling and spatial storytelling and the 

concepts and chang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festyle hotels, and analyze 

lifestyle hotel food and beverage expression characteristics through exampl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pression of the lifestyle hotel's food and beverage space from a spatial storytelling 

perspective and to present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domestic lifestyle hotel to 

develop continuously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times.

The subject of the case analysis was opened after 2015 with a rapidly changing 

lifestyle hotel centered on the domestic case. It was limited to three-star or more 

international chain hotels and local hotels, and its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ased 

on keywords derived from the previous three aspects.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spatial branding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the 

derived lifestyle hotel food and beverage space were applied evenly in the case.

First, in the context of the story, entertainment is shown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festyle hotel food and beverage space. Boutique Hotel customers are seeking to 

satisfy their curiosity and enjoyment through creative elements or content and 

programs that can be alienated or experimental and stimulating. This is why the 

proportion of the diversity of the extra space outside the guest room, which is the 

representative space of the hotel, is increasing.

Second, in terms of the method of expression, the lifestyle hotel food and beverage 

space is multiculturalism that aims to convey various values through spa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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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elements. In addition to the basic layout of the space according to the 

lifestyle of the customers who use the hotel, the hotel has various conceptions of 

space. This is because it expresses various spatial structures according to the 

concept in a mixture of genres, culture, or sense of time and space.

Third, in terms of the creation of relationships, the Lifestyle Hotel food and 

beverage space is the consumer's desire to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by 

customers through the elements applied within the space in which the story is 

designed.

The above research shows that the concept, type, and strategy elements, the 

appearance of a lifestyle hotel, and the life style hotel food and beverage expression 

elements are actively reflected in the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the contents of the 

story, the way of expression, and the creation of the relationship.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storytelling in the life style hotel dining and drinking spaces, 

the users who will experience the space are expected to understand the flow of the 

domestic lifestyle hotel food and beverage space and to be utilized as basic data on 

the operation and research of the eating and drinking spaces of the lifestyle hotels 

and food industry.

Keywords : Lifestyle hotel, F&B space, Space storyt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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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의 다원화로 인하여 현대인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로 인한 무형적인 

가치 추구와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문화가 대두되면서 숙박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호텔은 과거와는 달리 단순한 숙박 기능 이

상의 문화 경험 플랫폼으로 변모하면서 자신의 취향 또는 감성을 만족시키거나 

새롭고 특별한 체험을 하는 등 그 자체가 목적지의 기능하는 공간으로써의 역할

이 중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 호텔의 실정은 대체적으로 기업적 성향의 호텔로  내·외국인 관

광객 유치를 위하여 해외의 자료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일률적인 콘셉트와 콘

텐츠의 몰개성으로 호텔 산업 전반에 걸쳐 질적 발전의 저하를 불러일으켰다. 이

제는 호텔 산업의 운영자와 이용자를 막론하고 호텔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개념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 등으로 호텔의 디자인, 서비스 그 이상의 가

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고자 호텔의 트

렌드 또한 맞추어 변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니즈와 원츠를 전략으로 내세우는 라

이프스타일 호텔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중 눈에 띄는 부분은 호텔을 구성하는 공간 중 기본이 되는 객실 공간 외

에 식음공간은 섬세한 개인의 취향과 새로운 문화적 경험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

키는 역할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공간 영역 중에

서 객실영역에 비해 식음공간은 문화적 콘텐츠의 확장성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을 아우르는 등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플랫폼을 추구한다. 호텔이 추구하는 문화

와 트렌드를 공간에 깊이 반영할 수 있고 이를 취향으로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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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공간으로, 이를 향유하고 공감하는 다양한 사람

들에게 멋진 추억과 경험으로 다가가 개인의 삶의 방식과 사회의 흐름의 재창조

를 돕는 것이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역할이다. 이처럼 타 호텔과 차별화

되는 식음공간의 구축을 통해 호텔 투숙객 뿐 만 아니라 비 투숙객을 아우르는 

공간으로써 호텔 운영 측면에서도 타 호텔과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공간 스토리텔링과 국내외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개념과 개념과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고,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 표

현 특성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공간 스토리텔링 관점으로 

본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 표현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 라이프스타일 호텔

이 세계적, 사회적, 문화적 흐름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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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국내사례를 중심으로 3성급 이상이며, 2015년부터 개관한 라

이프스타일 호텔의 식음공간을 대상으로 공간 스토리텔링 관점으로 본 라이프스

타일 호텔의 식음 공간 표현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 연

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의 방

법 및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의 흐름을 계획한다.

제 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스토리텔링과 공간 스토리텔링의 개념, 특성 및 표

현요소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라이프스타일과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등장배

경, 개념 및 특징과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기능 및 분류,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 공간연출요소에 대해서 고찰한다.

제 3장 ‘공간 스토리텔링과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표현특성’에서는 공

간 스토리텔링과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정리하며, 라이

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특성을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

음공간 표현특성을 이야기의 내용, 표현의 방법, 관계의 생성 측면으로 분류하여 

각각 세 가지의 키워드를 도출한 후 사례 분석 틀을 설정한다.

제 4장 ‘사례 조사 및 분석’에서는 앞 장에서 정리된 내용으로부터 도출되어진 

키워드를 바탕으로 하여 공간 스토리텔링 관점으로 본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

공간의 표현 특성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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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표현 특성을 정리하여 이해를 돕는다.

제 5장 ‘결론’은 앞 장에서 분석한 바를 종합, 정리하여 공간 스토리텔링 관점

으로 본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표현 특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

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발전가능성을 밝힌 후 후속연구의 가능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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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흐름 구성도

1.3. 연구의 흐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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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연구명

공간 

스토리텔링

장예은

(2018)

유희적이고 상호 작용성을 지닌 공간의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한 연구

김성민

(2018)

스토리텔링 방식의 마케팅에 기초한 브랜드의 공간 디자인에 

대한 연구

김경근

(2017)
내러티브의 표현 특성을 접목한 디자인 호텔에 대한 연구

김종성

(2015)

스토리텔링의 관점으로 해석한 BIG(Bjarke Ingels Group)건축의 

형태생성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송현지

(2012)

스토리텔링 기법과 개념을 활용한 디지털미디어적 공간의 특성 

에 대한 연구

정달영

(2010)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본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

김영미

(2009)

디자인 호텔 내에서의 인터렉티브한 스토리텔링식 표현 특성에 

대한 연구

김태환

(2009)
스토리텔링에 의한 공의간 구성 방식에 대한 연구

1.4. 선행연구 

본 연구는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공간 스토리텔링 표현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공간 스토리텔링’ 관련 선행연구와 ‘라이프스타일 호텔’에 대한 선

행연구를 나누어 정리한다. 이에 공간 스토리텔링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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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

호텔

박정은

(2017)

공간마케팅 측면에서 바라본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공간디자인 

특성에 대한 연구

이규홍

(2017)

국내에 위치한 라이프스타일 호텔에 이용된 공간 내의 마감재 

분석에 데한 연구

윤현주

(2016)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른 디자인 호텔 오비디자인 연상 

기제에 대한 연구

김명한

(2016)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국내의 5성급 호텔 객실의 분석과 미래 

방향 제시에 대한 연구

송규만 

외

(2012)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른 부티크 호텔 건축적인 프로그램 

분석에 대한 연구

식음공간

김해영

(2017)

국내의 외식산업 트렌드에 따른 식음공간의 연출 특성에 대한 

연구

원혜리

(2017)
공간 스토리텔링을 응용한 바 공간의 표현 특성 연구

원다희

(2013)
F&B공간에 나타난 키치적 표현의 감성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

문신애

(2013)
여가적 성격을 띄는 시티호텔의 공용공간 계획에 대한 연구

변채영

(2009)
식음공간 실내의 그린디자인 연출 및 표현기법에 대한 연구

[표 1-1] 선행연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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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2.1. 스토리텔링

2.2. 공간 스토리텔링

2.3. 라이프스타일 호텔

2.4.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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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2.1. 스토리텔링

1)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특성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랜 인류의 담화 서식이다. 사건 진술의 내

용을 스토리라 말하며 사건에 대한 진술의 형식을 담화라고 할 때 스토리텔링은

스토리, 담화, 이야기가 담화로 변화하는 세 가지의 과정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이다.1)

스토리텔링이란 이야기를 의미하는 ‘스토리(Story)’와 말하다를 의미하는 ‘텔링

(Telling)’의 합성어로써 ‘이야기하다’라는 뜻을 의미한다. 상대에게 알리고자 하

는 정보, 사건, 문화 등의 이야기를 소리, 언어, 그림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하

는 것을 말한다. 또 각기 다른 형식과 내용을 담은 정보들을 주제로써 하나로 연

결하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 매개체가 이야기가 되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스토

리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과정이야말로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있는 이야기로 설득력을 담아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를 뜻하는 스토리라는 말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 분야에서 시나리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상식처럼 인

식이 되어버렸고, 광고에서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이야기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인쇄매체 시대에서 ‘이야기’는 ‘이야기 되어진 것’을 의미하였다. 이 방식은 

과거 청각, 시각 중심이었던 구술 문화 시대로부터 문자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의 말하다 ‘tell’은 시각은 물론 후각, 촉각 등 다른 감각

1) 이인화, 디지털 스토리텔링, 황금가지, 2003,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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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포함한다. 특히 청취자와 구연자가 똑같은 맥락 속에 포함됨으로써 구연되

는 현재 상황이 강조된다. ‘현재성의 회복’ 즉 전과달리 새롭게 확장된 '구술문화

‘의 차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ing'는 상황의 공유 그리고 그에 따른 상호

작용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2) 즉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와 말하다, 현재진행형

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멀티미디

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면서 ’구연‘의 상황이 다시 생겨났다. 스토리텔링이

란 이야기, 공간, 상호작용이 강화된 ’오늘날의 이야기를 연출하는 방법‘이다. 이

제 이야기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세상을 공유하면서 

전체적으로 문화적 삶이 풍부해지고 있다.

[그림 2-1] 스토리텔링의 개념

스토리텔링의 뜻은 이야기를 연출하는 방법이며 또 정보 전달을 위한 다채로

운 방법과 수단을 일컫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상상

을 자극하기 위해 화자는 이야기를 보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으로 전달하려

고 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청자와 화자는 유희와 공감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이

야기에 집중을 유도하고 전달하여 교육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표현 방법이 이야기 자체 이상으로 의미 있으며, 이를 통해 

2) 최혜실,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 다할미디어, 2007,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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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와 스토리텔링의 비교

대상 내용 표현 표현의 과정 결말 특징

서사 이야기

담화

대부분 언어로 

표현

연극, 구술, 소설 

등

표현 과정의 틈(gap)이 

비교적 적다.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 또는 담화자가 

각색한다.

닫힌 결말

완결의 

형식

서술적

일방적

스토리텔

링
이야기

매체

언어적/비언어적

다양한 매체로 

표현

표현 과정의 틈(gap)이 

비교적 크다. 참여자가 

행동을 통해 공백을 채운다.

비교적

열린 결말

경험적

재현적

정보 공유와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에 해당하는 서사와 스토리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공통점은 스토리텔링과 서사는 ‘표현’과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 반면에 상호작용성이라는 스토리텔링의 특성은 서사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 서사와 스토리텔링 비교

대부분의 서사는 완결된 이야기를 전달한다. 반면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전달

하며 함께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을 포함한다.3) 즉, 스토리텔링에 참여하는 사람

은 단순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과정에 참여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은 서사에 비래 재현적인 특징을 가

3) 고순여,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박물관 전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15,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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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열린 결말 구조를 갖는다.4)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디자인 언어

로 나타난다. 반면 서사는 대부분 일방향의 정보 전달로 끝나는 언어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1) 상호작용성

화자와 청자는 매개체을 통하여 이어지지 않고 직접 대면하는 형식을 취한다.

화자는 청자의 다양한 형태의 정보에 피드백 하고, 내용과 전달하는 방법을 즉각

적으로 변화 가능하며 이야기는 결국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 청자에게 자유로

운 개입으로 개방되고 균등한 정보가 전달된다. 따라서 탈중심적, 탈권위적인 특

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청자와 화자간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지며 이 주체들 

사이에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이러줄 수 있는 매개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림 2-2] 상호작용성

4) 소병완, 서사환경의 스토리텔링 구조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16,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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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선형성

화자에게 청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은 다원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일방적

인 구조에서 탈피한다. 고정된 순차에 의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화자

의 의지, 청자의 개입에 의해 다음의 내용으로 건너뛰거나 앞으로 회귀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해진 결말이 아닌 자신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

것은 불규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3] 비선형성

(3) 복합성

단일 미디어에서 탈피하여 목소리 크기, 음성, 표정, 제스처, 주변 상황 등 다

양한 정보가 스토리텔링에 관여할 수 있다. 또한 구두로 전달되는 스토리텔링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고 있다. 하이퍼미디어 시대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

법으로 문자 중심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문자 이외에 이미지, 비디오, 사운드, 애

니메이션, 가상공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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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복합성

2) 스토리텔링의 적용사례

스토리는 글이나 소설을 이루는 종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상품, 공간,

디자인 및 기획에 활용되고 있다. 게임이나 스포츠, 광고 영화 등 우리의 삶 속

에서 이미 스토리텔링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스토리텔링이 적용된 공간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발전하는지 본 논문의 핵심적인 주요한 연구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의 각 분야별 활용 사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야기는 다양한 매

체를 거쳐서 새로운 표현방식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OSMU(One Source

Multi Use)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5)

5) 최혜실,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삼성경제연구소, 2006, p.105



- 16 -

[그림 2-5] 스토리텔링의 OSMU 방식

(1) 광고

스토리텔링은 특히 광고에서 매우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광고될 상품들이 

엇비슷할 경우에는 감성적으로 호소하고 설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광

고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서 찰나의 시간에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또 이러한 측면에서 확실하고 강한 메시

지는 고객의 마음 속에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응용된 

광고는 감성적인 마케팅 측면으로써 매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광고는 대체로 타국의 광고에 비해 제품 위주가 아닌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제품의 장점만 강조하는 식의 광고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대체

로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광고는 무척 효과

적인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간다. 즉, 사람들은 이러한 감성적 자극에 이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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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뜻이다. 광고주와 마케터들은 이러한 점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광고를 제

작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 광고라고 할 수 있다.

(2) 영화

스토리텔링은 영화의 시나리오를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와 같은 영화는 스토리텔링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에 의해 파생될 콘텐츠를 생성

해 낸다.

기존 방식의 스토리텔링이 사용된 아날로그식 영화는 응축된 의미의 집중의 

시각화라는 특성이 테크놀러지와 융합되면서 극대화된다.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스토리텔링의 영화는 아날로그 영화와 달리 다양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6) 현재의 디지털 영화는 상호작용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과 

결론이 열린 구조라고 설명할 수 있다.

(3) 게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게임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 캐릭터 중심형 게

임이 아닌 스토리를 배경으로 게임이 구성되어 있다. 0세대의 게임은 스토리가 

없이 단순한 진행의 게임 내용으로 제작되었다. 하지만 1세대 게임은 가장 초기

적인 스토리텔링을 전달하는 방식을 갖는다. 2세대는 인 게임 컷 씬 또는 오프닝

의 형식으로 보이며 설정 및 플롯의 클라이막스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스토리텔

링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3세대는 배경 또는 음악, 대화 방식인 인터렉티비티를 

6) 전현주, Storytelling의 표현기법을 적용한 ‘대학로 문화공간’ 활성화 방안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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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게이머에게 스토리를 전달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컷 씬과 게임하는 사용자

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게임플레이 방식에 스토리텔링이 결합되는방식으로 스토

리를 직접 경험하는 게임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4) 디자인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제품의 미적 가치가 중요시 되면서 감성

적 측면의 제품을 디자인한다. 스토리텔링의 적용은 기존의 서로 다른 영역으로 

여겼던 장르 사이에서 공통적 요소를 도출하여, 영역에 간섭 또는 제한받지 않고 

해당 장르의 발전을 통해 전반적인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 출판, 신문, 잡지

의 텍스트 콘텐츠, 공예, 미술, 연극의 비텍스트 콘텐츠, 영화, 방송, 음악, 광고 

등의 시청각 콘텐츠, 모바일,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디지털 콘텐츠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각각의 콘텐츠들이 서로 상호소통이 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스토

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다.7)

8) ibid,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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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간 스토리텔링

1) 공간 스토리텔링의 개념

공간 스토리텔링은 공간 속에 스토리를 접목하여 공간의 가치를 드높이고, 공

간의 의미를 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으로 연출한 공

간은 해당 공간이 나타내야 할 상징성 혹은 스토리를 재연결하여 공간 속에 표

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이 언어 혹은 문자로 내용이나 

이야기의 전개를 표현다면, 공간 스토리텔링은 공간에 대한 디자이너 또는 소유

자가 공간 속에 담긴 가치관이나 공간을 매개체로 전달하고 싶은 스토리를 소품

이나 가구, 빛, 음향 등을 통해 표현한다. 공간 스토리텔링은 공감각적, 체험적인 

느낌이며 개념적 언어가 아닌 구체적인 심상인 이미지로 말하기라고 할 수 있

다.8)

[그림 2-6] 공간 스토리텔링 개념

9) 김수진·김문덕, 마르셀 반더스의 실내공간에서 나타난 오브제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의 표현 특

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14권 3호, 2012,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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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는 디자이너가 공간을 이용

하는 사람에게 공간을 매개체로 상호작용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대게 

공간을 설계하고 기획의 과정에서 적용되는데 디자이너가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

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공간 속에 접목시키면 공간 이

용자가 이를 체험하면서 받아들이는 과정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스토리텔링으로서 공간 이용자가 살아가거나 활동하면

서 발생한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간을 이용

하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

해서 공간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야말로 스토리텔링이다. 여기서 이 둘의 개념은 

분리된 것이 아닌 서로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7] 공간 스토리텔링의 개념

공간 스토리텔링에 적용되는 이야기의 종류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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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공간에 시간의 흐름에 의해 창조되거나 원래 존재했던 이야기, 둘째, 미

디어를 통해 창조된 가상의 이야기, 셋째, 새로운 공간 안에 의미부여를 위해서 

창조된 이야기를 적용시킨 이야기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이야기가 공간의 목적

에 따라서 적용되어, 해당 공간의 장소성과 함께 자연스럽게 융합되서 새로운 의

미를 갖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이야기가 진정성을 갖게 되고, 공간과 이야기가 

함께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9)

2) 공간 스토리텔링의 특성 및 표현요소

다양한 연구자들이 공동주택, 쇼핑 공간, 호텔, 박물관 등 다양한 영역의 공간

을 대상으로, 각각의 공간에 적용된 공간스토리텔링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공간스토리텔링의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안현정(2008)10)은 공간스토리텔링의 특성으로 체험성, 연속성, 특수성을 제시하

였다. 이야기가 가진 디자인에 특수성으로 구현될 때, 이용자는 공간의 내용 즉 

이야기를 체험함으로써 삶의 감동과 풍요로움을 느끼게 된다. 또한 각 공간들의 

이야기 테마가 연속성을 가지며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질 때 소비자는 공간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느낌과 함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연속성,

특수성, 체험성은 쇼핑몰 안에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집결되는 공간인 광장와 통

로을 중심으로 표출된다고 하였다. 김태환(2009)11)은 상징성, 연결성, 체험성, 감

정몰입성, 유도성을 공간스토리텔링 특징으로 제시하고, 빛, 공감각, 오브제, 스케

10) 김수진·김문덕, 마르셀 반더스의 실내공간에서 나타난 오브제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의 표현 특

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14권 3호, 2012, p.131

11) 안현정, op. cit., p.314

12) 김태환, 스토리텔링에 의한 공간구성방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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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를 통해 이와 같은 특징이 표현된다고 하였다. 빛은 밝고 어두움으로 공간을 

잇는 동시에 사람들의 흐름을 유도하며, 스케일의 변화로 건물에 특징을 부여하

고 상징적 의미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공감각의 적용으로 감각의 영역 자극하

여 자발적 참여과 감정의 이입의 유도가 가능하며, 오브제는 어떤 물체를 경험하

는 사람의 잠재된 의식 속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수진·김문덕(2012)12)은 

이야기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특징을 시각적인 표현 특성과 기능적인 

표현 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공간에서는 오브제를 통한 유추, 변형,

빛, 색채, 가구, 재료, 입구 등을 활용해 공간스토리텔링 특성이 표현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성주(2012)13)는 재료의 각색이나 형태 의해서 이용자가 새로운 정보를 

얻는 정보성, 공간과 이용자가 상호작용하는 속성인 체험성, 조형적 자극에 의해 

재미를 유발하는 유희성, 용자가 중심이 되는 개인성,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단편

의 장면이 지속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연관성을 공간 스토리텔링의 특징으로 정

리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특징들이 쇼핑센터에서 공감각, 오브제, 스케일, 시각

미디어, 놀이로 표출된다고 하였다. 이세영·윤재은(2012)14)은 공간 스토리텔링의 

특성을 탄력성, 상호작용성, 보편성, 비선형성으로 보았고, 사건의 개념과 관계 

지었을 때 우발성, 특이성, 잠재성, 계열성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 이 특성들

이 공간 속에 적용될 때 각각의 잠재성은 ‘투영, 비어있음, 모호함’, 우발성은 ‘개

방적, 역동적, 탈중력’, 계열성은 ‘환경적응, 연속적’, 특이성은 ‘불안적, 비균질적,

가변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창, 입구, 천장, 벽, 오브제, 조

명에서 표출된다고 하였다. 전민지(2015)15)는 역사성과 체험성, 신화성을 공간스

13) 김수진·김문덕, op. cit., p.133

14) 하성주, op. cit., p.60

15) 이새영·윤재은, ‘사건’개념을 적용한 박물관 전시의 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유대인 박물관을

중심으로-,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제21권 3호 통권92호, 2012

16) 전민지, 김정아, 호텔 실내공간의 스토리텔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학

술논문, 한국기초조형학회 제16권 1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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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년도) 논문명 공간스토리텔링 특성
공간에 표현된 

요소

전민지

(2015)

쇼핑 공간 디자인에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

연속성
- 광장

- 통로
특수성

체험성

이세영, 

윤재은

(2012)

공간구성방식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연구

상징성

- 빛

- 스케일

- 공감각

- 오브제

연결성

체험성

감정 몰입성

유도성

하성주

(2012)

실내공간 내의 오브제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의 표현 

특성에 대한 연구

시각적인 표현 특성

이질성

- 빛

- 유추

- 색채

- 변형

- 가구

- 입구

- 재료

이질성

상징성

방향성

기능적인 표현 특성

연결성

장소성

장면성

김수진, 

김문덕

(2012)

복합쇼핑센터 속의 

스토리텔링 특성을 비교 

연구 

유희성
- 공감각

- 오브제

-시각미디어

- 놀이

- 스케일

체험성

연관성

정보성

개인성

토리텔링의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체험성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의한 체험과 공

간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체험으로 나눠지고, 역사성은 지역 특유의 상징적 장소

및 시간의 흐름으로 표출되며, 신화성은 창조적 또는 정신적 표상을 의미하는 이

야기와 형상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항목들은 호텔 객실 안의 패턴, 가

구, 벽지, 오브제 등를 통해 표현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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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2009)

사건의 개념을 적용한 

박물관 전시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

탄력성 - 창

- 입구

- 천장

- 조명

- 오브제

- 벽

상호작용성

보편성

비선형성

안현정

(2008)

호텔 실내공간 내의 

스토리텔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체험성 - 프로그램, 공간디자인 - 패턴

- 가구

- 벽지

- 오브제

역사성 - 시간, 장소

신화성 - 이야기, 형상

[표 2-2]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공간 스토리텔링 특성과 공간 표현 요소

3) 식음공간에서의 공간 스토리텔링의 필요성

오늘날의 식음공간은 상업공간이자 이용자에게 사교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

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음료나 식사를 제공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이용자

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하는데 머물지 않고 이용자의 감성을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현대의 식음공간에 드러나는 인테리어 흐름을 살펴보면, 혼재

되고 다원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유행을 좇기 위해서 과도한 트랜드화와 장

식의 과도함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16) 하지만 인테리어와 화려한 장식만으로 이

용객의 감성을 자극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지속적인 공간 방문의 유도와 흥미의 

유발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식음공간에는 스토리텔링의 도입이 필요하며, 식음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17) 안주희 류호창, 현대 식음공간에 나타난 오브제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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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공간 내에 표현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흥미과 몰입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 호텔 내의 식음공간에도 

적용된다. 최근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소득수준의 향상애 따라 다양한 

컨셉과 스타일, 분위기의 식음공간이 생겨나고 있다. 식음공간에서 제공하는 음

식의 맛과 종류, 서비스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식음공간에 스토리텔링을 응용함으로써 이

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와 이미지를 감성적으로 다

가가게 할 수 있다. 이는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다른 식음공간들과의 차별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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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라이프스타일

사회학
막스 웨버

(Max Weber)

일정 방식에 의하여 이뤄진 계층에서는 생활태도, 생활양식, 

인생관 등의 유사성을 가진 특정 생활방식을 공유함

정신분석

학

알프레드 아들러

(Alfred Adler)

‘Style of Life’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 하였는

데, 행동 주체자로서 개인을 목표 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자기 

통일성의 존재로 이를 찾아내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열쇠

마케팅
윌리엄 웰스

(William D. Wells)

이용자 행동에 포커스를 둔 개념으로 감성·정신적 스타일과 더 

구체적 행위의 스타일도 포함됨

2.3. 라이프스타일 호텔

1) 라이프스타일과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등장배경

(1) 라이프스타일의 개념

라이프스타일(생활양식, Lifestyle)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A mode of

living)’으로 정의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고, 주

위환경에서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이며, 자신과 주위 세계에 대한 생

각이 무엇인가를 총체로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17)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개념은 16세기 철학자, 자연주의자, 시인들의 작품 속에 

드러나기 시작했으나,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Marx W.)에 의해 비교적으로 과학

적인 사용이 이루어졌고, 정신분석가 알프레드(Alfred A.)가 개념을 정립되었다.

그 이후, 라이프스타일은 집단에 관한 연구를 한 사회학자, 행동과학자들과 개인

에 초점을 둔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개인, 그룹, 계층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

으로 사용되어 왔다.

18) 황규원,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식공간연출 요소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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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윌리엄 레이저

(William Lazer)

삶의 양식 또는 집단의 문화를 기술하는 것이며 다른 문화 또는 

구분 가능한 특이 요소나 특징에 관심을 두는 것.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개념임

[표 2-3] 라이프스타일의 개념18)

위 표는 사회학, 정신분석학,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속한 학자들의 개념을 

정리한 표이다. 표에 드러난 연구자들의 개념을 살펴보면 라이프스타일은 개인,

집단, 사회 모두에 걸쳐 언급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마케팅 활동의 주된 입장에

서 이용자들을 행동주의적 방식 또는 행동 태도로 구분 짓는다. 기존의 지역적,

행동적 구분 방식, 인구 통계학적 방식이 아닌 심리적 분류방식으로 동질적 태도

와 의견 및 관심 또는 신념으로 인구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라이프스타일이란 단순하게 ‘어떻게 살고 있는가’하는 삶의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은 첫째, 사람이 돈과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중시하는가, 자신과 주변 환경에 관하여 어떠한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가의 측면으로써 확인 가능한 생활양식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둘째, 자신의 활동, 관심, 의견 등으로 표현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19)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행위에 따라 가치와 주관적 의미를 나타내는 문화이기

도 하다. 즉,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집단에 대해 객관적 의미와 가치

를 가지는 생활 표현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내부적으로 지닌 가치, 태도,

의견, 관심,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일치되고 체계적인 관계에 근거하는 것

19) 윤현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디자인 호텔 로비 디자인의 연상기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

교 석사논문, 2017

20) 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소비자행동 제3판」, 법문사, 2001, p.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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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라이프스타일

새로운 사회계층의 등장

- 여성의 사회 진출

- 커뮤니티 활동의 증가

- 1인 중심 위주의 확대

가치관의 다양화

- 여가활동의 다원화

- 힐링, 요가, 여유 등 행복한 삶을 추구

- 스테이케이션, 휘게라이프를 추구

정보화 사회

- 재택근무, 홈뱅킹, 홈쇼핑

- 스마트 기기의 발전

- 정보의 영역 확대

노동구조의 변화

- 개성중심의 직업 선택

- 여성의 취업의 확대

- 공감대 형성 및 의식주의의 확대

으로 그들의 행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활용되었다.

(2)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은 가치관의 흐름이 변화하면서 사회별, 단계별, 집단별

의 특이한 생활의 질이나 요소와 연관되어 드러나며, 각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결

과는 생활유형과 생활패턴에 반영된다.20) 라이프스타일은 가치관의 다양화, 정보

화 사회, 노동구조의 변화, 새로운 사회계층의 등장 등으로 인해 변화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도 함께 하였음은 다음과 같

다.

[표 2-4] 라이프스타일의 변화21)

22) 황규원, op. cit., 2008, p.10

23) 최효선 외 2인,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호텔 비즈니스센터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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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표-3>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계층의 등장과 여성

의 사회 진출이 높아진 점, 1인 활동의 중심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즉 혼족,

혼밥, 혼술 등의 말이 생성된 활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여가활동이 다양화되면서 힐링과 여유를 즐기며, 머물다(Stay)+휴가(Vacation)

의 합성어인 스테이케이션, 휘겔리(Hyggeligt)+휴가(Vacation)의 합성어 휘켈리케

이션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한다. 또한 정보화 사

회가 되면서 정보의 영역이 다양화되며 스마트 기기의 발전으로 인한 스마트한 

세대가 형성되기도 한다.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변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나게 된

다.22)

(3) 사회적 변화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산업화 정책으로 빠르게 도시화되었다. 도시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많은 인구가 도시 속에서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휴가와 주말을 보내기 위해 외곽이나 교외를 찾는 생활기반의 이중적인 구조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23) 그리고 현대인

의 고학력화 경향에 따라 많고 다양한 정보들을 얻게 되면서 지적 수준과 생활

수준도 향상되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직업의 종류가 나타나게 되었다. 직업은 점

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제3권 3호, 2008

24) 박정은, 「공간마케팅 관점으로 본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공간디자인 특성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018

25) 박정은, 「공간마케팅 관점으로 본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공간디자인 특성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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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더 세분화되고 취미, 취향도 다양해지고 있다.

더불어 노동구조의 유연화로 업무공간에 대한 개념과 고정적인 업무시간의 경

계가 모호해지면서 노동과 가사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었다.24) 여성의 사회

진출로 자주적인 소득의 증가와 함께 소비의 비중이 높아졌고 가사노동의 형태

가 변하였다. 전반적으로 자녀 수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 생기고, 주부의 의식

구조 또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생활패턴과 일상생활, 소비 태도 등이 변화하

고 있다.

(4) 문화적 변화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은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정신적, 물질적 다

양함이 코앞의 모니터로 다가와서 소비 가치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무한한 

욕구를 자극한다. 이러한 자극들을 보다 다양하고 독특한 수요와 공급 환경을 추

구하게 되었다.25) SNS(Social Network Service), 인터넷 등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어 소비자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의 주체

자로 변화하였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기능의 융합 및 컨버전스 

문화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26)

26) 윤현주, op. cit., 2017, p.29

27) 김인덕, 「호텔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호텔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13, p.7

28) 김정아,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국내 도시형 비즈니스호텔 디자인 분석」, 한국기초조형학회,

제16권 1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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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개념 및 특징

19C 후반 유럽에서 고급형 숙박시설로 탄생하게 된 호텔은 시대적 요구에 의

해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개선과 함께 성장과 발전을 하고 있다.

현대 호텔의 개념은 여행객 만을 위해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이 아닌 도시의 

한 부분으로써 주거 및 업무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종합 생활공간으

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화된 종합상품으로써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27)

즉, 호텔은 이용자의 문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면서 지역사회 교류의 

중심지 역할로 발전하고 있다.

본래 호텔(hotel)의 어원은 라틴어의 ‘hospitale’ 로부터 유래되었으며 호텔은 

대중을 위해 숙식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이라 정의하고 있다.

호텔산업은 관광 사업 내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국제화 시대의 도래로 국제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으며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넓은 분야에 걸쳐 그 영향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호텔은 기업으로써 이윤을 목적으로 숙박 및 식음의 제공은 물론, 공공 및 지역

사회에 기여 하는 사회적 시설이자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고객을 위한 복합적 기

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지불 능력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적절한 숙박과 식음료 시스템을 갖추고 인적 서비스 상품으로 여가생활이 가능

한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는 기업을 호텔이라고 할 수 있다.

호텔이란 여행객이나 지역사회 이용자들에게 숙박, 식음료, 회의, 오락 등의 문

화시설과 서비스를 상품으로 제공하는 복합적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현대적 의미

를 제시한 미국의 런드버그(D.E.Lundburg)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28)

29) 윤현주, op. cit., 2017, p.30

30) 김명선, 「디자인호텔 실내공간의 감성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4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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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정의 현대적 정의

여행자에게 숙박, 음식 등을 

제공

- 관광, 회의, 친족 방문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띈 고객을 

위해 휴식 여가 오락 문화 건강을 위한 다원화된 서비스

- 문화적 공간을 통해 해당 재역의 주민이나 대중의 

니즈와 원츠를 충족

업장의 규모 또는 운영방식, 성격 또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가 이뤄지고 

있는 호텔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음식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무형의 인적 서비스를 추

가하여 일반인, 즉 일정한 지불 능력이 있는 자에게 사회의 공익 개념을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과거의 개념과는 달리 휴식과 오락은 물론 여가와 문

화생활 및 사업 활동까지 제공되는 장소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29)

[표 2-5] 호텔의 정의와 변천30)

호텔의 정의는 전통적 정의에서 현대적 정의로의 그 의미를 확장시켜 왔다. 호

텔은 일상의 탈출구이자 경험의 공간으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행복한 체

험의 영역까지 의미하는 바가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호텔의 역할은 체험을 배제하고 성립될 수 없으며, 향후 지속적인 사회

적 인정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호텔은 공장에서 비롯되어 기존의 제품에 포커

스를 맞추고 판매와 촉진을 수단으로 매출 증대를 통한 이익을 창출하는 일반적

인 기업과는 달리, 시장에서 출발하여 고객의 욕구에 포커스를 맞추고 조직적인 

체계화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마케팅을 수단으로 고객 만족을 통해 이익의 추구

31) 원민정, 「호텔 유형별 차별화전략에 따른 아이덴티티 연구:스타일 호텔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6, p.7

32) 원융희, 정영해, 「최신 호텔 학의 이해」, 백산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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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31)

소비자의 기호화 감성은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실정이다. 이런 사회의 

전반적인 경향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32)

라이프스타일 호텔은 내 몸에 딱 맞는 옷처럼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잘 파악

하여 구성된 호텔이라고 할 수 있다. 숙박의 개념을 넘어서 고객에게 독창적이고 

고유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유희와 볼거리를 제공

하고 또 편리함 또힌 제공하는 도심 속 복합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라이프스

타일 호텔은 도시 속의 또 다른 도시이며, 복합적 기능과 다채로운 서비스를 갖

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 호텔은 가성비 좋은 버젯(Budget)호텔에서 시작되었으며, 규모는 

작지만 독특하고 개성있는 부티크(Boutique)호텔의 확장형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밀레니엄 세대를 주 타겟층으로 하고 있다. 주로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고객들은 휴식 또는 개인의 기분전환

을 위함이라는 이유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음 표는 기존의 브랜드화 된 형태의 호텔과 비즈니스 호텔, 부티크 호텔, 라

이프스타일 호텔을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33) 김명선, op. cit., 2004, p.12

34) 정소영, 「차별화 전략을 위한 Hotel Identity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4,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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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브랜드 호텔 비즈니스 호텔 부티크 호텔 라이프스타일 호텔

규모
대규모의 체인호텔

(객실 300실 이상)

관광 호텔

(객실 50실 

이상)

작은 규모이며 

독특하고 개성을 

강조하는 호텔

버젯 호텔

중소형 호텔 

운영자 대형, 기업화
중, 소규모의 

형태

개인 소유의 

중, 소형 호텔

대형호텔의 체인화한 

개념 또는 개인 

소유의 

중, 소규모의 형태

고객층

전반적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계층

비즈니스 여행객 

밑 가족 여행객, 

관광객

젊은세대, 부유층, 

여행객

밀레니엄 세대, 젊은 

20,30대층, 

여성층

공간

객실, 로비, 카페, 

스포츠시설, 

연회장, 회의실, 

레스토랑, Bar

객실, 레스토랑, 

식음, 비즈니스 

코너

객실, 로비, 레스토랑, 

Bar

객실, 로비, 

레스토랑, 

Rooftop Bar

서비스

표준화, 고급화된 

디자인, 서비스 

브랜드 파워를 

강조, 고객들의 

안전(Security)에 

대한 욕구 충족

객실 위주의 

영업을 지향, 

가격은 저렴하여 

최소한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

디자인이 우선인 

공간으로 고급화와 

다양한 가치를 추구, 

서비스와 디자인의 

차별화를 강조

부티크 호텔의 

확장된 개념으로 

고객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실현시켜

준다는 의미

[표 2-6] 브랜드, 비즈니스, 부티크,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차이점33)

한국문화 관광 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서울에 위치한 호텔은 총 256개로 

2014년과 비교해볼 때 49개가 늘었다. 실제로 최근 지어진 호텔들을 살펴보면 규

모는 작지만 독특하고 신선한 경험을 선사하는 부티크 호텔을 넘어 라이프스타

일 호텔이 등장하기 시작했다.34)

37) 이현주, op. cit., 2007, p.1

38) 이규홍, 「국내 라이프스타일 호텔에 사용된 공간별 마감재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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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

1)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개념

식음공간이란, 일반적으로 음식 및 음료 등의 삼품 및 서비스의 판매가 이루어

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외식의 개념으로써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조리되어진 

음식이나 음료를 취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식음공간의 모체가 되는 레스토랑(restaurant)은 처음 발생 당시에는 호

텔의 식당으로 1765년 파리에 세워졌다. 그 어의는 프랑스어의 동사 ‘restaurer'로 

’torestore-회복시키다‘의 의미로부터 나왔다. 초기의 레스토랑은 도시인구 증가에 

따라 생겨나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먹는다는 행위는 생존을 위한 식사 같은 일

상적 의미는 물론,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와 사교활동, 접대 등의 행위와 같은 비

일상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사회와 문화가 발달할수록 식음공간에 대한 비일상적 

의미는 증대되어 식생활에 대한 재인식과 식도락, 사교모임의 장소성 인식과 같

은 개인적·사회적 선호의 경향을 띠게 된다.35) 이와 같은 변화는 식음공간에 대

한 사용자의 기대가 음식뿐 아니라 공간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 되었다는 것이다.

식음공간은 일반적인 오피스 공간이나 주거 공간과는 다른 성향을 지닌다. 상

업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휴식과 사교 등의 개

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서비스 지향적인 산업으로 높

은 인적의존도에 의해 고객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또한 

생산·판매·소비가 동시에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점포 위치를 중요시하는 입지

산업으로 고객의 움직임과 동선에 의한 공간적 제약과 조건을 수반한다. 때문에 

모방이 쉬워 차별화가 어렵고, 독점적 기업이 탄생하지 않으며 체인화가 용이하

인학회, 2017, p.39, 재구성

39) 유한희, 식음공간을 통한 현상의 전이적 지각체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논, 2005,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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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더불어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이 가능하며, 산업화와 공업화가 어렵고 

느리며, 소비자 기호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다양한 업종과 업태가 공

존하는 산업이다.36)

현대사회의 식음공간은 단순하게 음식 및 음료만 취급하는 곳이 아닌 다채로

운 형태로 요구되고, 발전하고 있다. 그 공간 특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개성 

의 표현으로 차별화를 갖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용자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

한 디자인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제공되는 음식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문화로의 경험이 자신

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요즘 소비자들의 자율적인 소비 경향 

때문이다. 이에 현대 식음공간은 한 가지 디자인 경향으로 나타낼 수 없을 만큼 

다양해지고 되고 혼재된 성향을 띠고 있으며, 문화 또한 상품화시키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과도한 장식과 감성 트렌드 경향을 띤다.

이러한 감성디자인에 대한 요구는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단순히 기능만을 충족

시켰던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과 함께 그 의미와 형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그 공간 특유의 정체성과 개성을 통하여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자 함이라 할 수 있다.

고도로 성숙 되어가는 현대의 소비사회에서 소비자들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졌고 단순한 물건 구매 목적 외에 어떠한 즐거움

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 이는 삶의 질적 향상, 소득의 증가 그리고 다양한 문

화의 도입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소비자의 개성이 다원화되어 상품을 선택 

새로운 소비형태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소비 패턴의 변화가 공간 

안에서의 기본 기능을 뛰어넘어 문화 공간으로서의 확장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40) 심원섭, 식음공간의 마케팅 기획과 실내디자인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

문, 2003,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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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공간과 교류를 통해 물질적 충족에만 연연하지 않고 2차적 충족인 감성

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감성을 중요시한 공간에는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잠재적 요소가 있다. 이를 통해 감성디자인의 도입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식음공간에 나타난 표현은 여타와는 차별화된 공

간 창출의 요소이자, 공간 속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고, 공간 스토리텔링이 

가진 감성적 요소를 통해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어 그 이후의 효과까지 기대하는 

감성디자인 요소이며, 마케팅 전략의 하나이다.

2)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식음공간의 구성요소

(1) 식음공간의 경향

식음공간은 일반적으로 음식과 음료 등의 상품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공

간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고객에게 단순히 식사의 욕구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

라, 감각적․심리적 기능과 사회적․문화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형재인 음료를 

포함한 요리와 무형재인 인적 서비스, 분위기 연출의 서비스, 식사와 관련된 각

종 편익 등을 종합한 상품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37)

즉 상업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개인적․사회적 측면에서의 휴식과 사교 

등의 개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38) 식음공간은 영업의 활성화와 이윤 

극대화, 고객의 감성 충족 등 다양한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42) 나정기, 『외식산업의 이해』, 백산출판사, 2000, p.24

43) 김학수, 식음공간의 조명 연출 기법을 통한 공간 표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11,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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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마케팅적 측면에서 식음산업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 마케팅 전략수립에 못지않게 그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최근 각종 

연구결과에서 고객들의 체류시간 연장은 매출 신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식음공간에서 디자인은 단순히 식사와 음료를 먹고 마시

는 기능을 만족시켜주기 위함이 아니라 공간에 머무는 고객들의 시간을 책임지

고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해주는 역할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인다.39) 이와 

같은 식음 행위의 의미 변화는 오늘날 새로운 감성적 자극에 대한 인간의 욕구

와 맞물려 식음의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40)

(2)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구성요소

식음공간의 공간 구성은 각 기능의 분화에 의하여 공간의 분화가 이뤄지며, 상

공간의 판매시설 기능을 소매업체 상품ㄹ의 전시 및 판매의 공간과 식음공간의 

객실 및 객석이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식음공간의 구성으로는 조리부

분, 영업부분, 관리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영업부분은 로비, 라운지, 식당, 화장실, 현관 입구, 담화실, 크라크룸으로 고객

이 머무는 공간이며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다. 조리부분은 주방을 포함하여 세

척실, 배선실, 매입실, 팬트라, 세척실, 식품저장고, 주류창고로 능률적 작업환경

의 조건이 우선시 된다. 관리부분은 식당 경영을 위한 제일 중요한 관리부분으로 

접수, 준비실, 사무실, 기계실, 지배인실, 락카룸, 종업원 화장실이 이에 해당된다.

관리부분과 조리부분은 비 수익형 공간이므로 식당의 규모와 취급되는 요리의 

44) 김해영, 국내 외식산업 흐름에 따른 식음공간 연출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대학교 석사논문, 2017, p.46

45) 유한희, 『식음공간을 통한 현상의 전이적 지각체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5,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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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류 구성요소

고객 위주의 서비스 공간

도입공간

객석 및 중심서비스공간

부대서비스공간

종업원 위주의 공간
주방 및 후방 작업공간

관리공간

종류, 이용률, 좌석의 수 등을 고려하여 면적을 배분한다. 식음공간의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방의 형태와 배치로 주방의 조건이 결정된 후에 나머지 기

타의 공간이 계획될 수 있다.

식음공간의 공간구성은 크게 주방과 객석에 의하여 배치되는데, 두 기능의 관

련이 각각의 공간 배분와 기능 배치의 중심이 되며, 각 공간의 배치는 공간을 구

획하여 영역을 나타내며, 공간배치와 설정은 이용객의 동선 및 종업원의 서비스 

동선에 의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구부터 객석에 이르는 도입의 과정과 식음행위가 이뤄지는 식음과정,

기타의 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에 의하여 도입공

간과 객석을 중심으로 한 고객 위주의 서비스 공간, 기타 및 주방 작업공간의 종

업원 위주의 공간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표 2-7] 동선에 따른 식음공간의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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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저자명 제목 연출방법 & 특성

2017 이샘

감성카페 공간의 

표현감각의 연출에 

따른

실내 공간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연구 

유형
자연환경형, 개성형, 개방형, 스터디형, 

체험형

분석요소

가구, 조명, 조명, 색채, 마감재, 동선

관계영역: 시각, 후각, 열감각

외부영역: 청각, 사고감각

내부영역: 촉각, 균형감각, 

고유운동감각, 생명감각

2015 김희연

일본의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실내디자인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상호작용성, 참여성

공간
접근성, 상징성, 장면의 연속성, 

기능의 복합성, 다문화성

2014 이혜란

상공간의 시각 연출물 

구성에 따른 공간표현 

에 대한 연구

분석틀

공간분석: 공간연출 구성, 연출물 관계,  

공간 집중도

시각연출물: 바닥, 벽면, 색채분석, 

집기류

2014 최보경 사용자의 경험 중심 디자인속 연상성, 이벤트성, 상징성,

3)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연출요소

공간은 공간이 갖는 구조적인 요소와 특징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달라지며 공

간에서 제공하는 경험 또는 체험 등에 따라서 고객의 인식작용이 발현되므로 이

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마다 주관적인 측정항목으로 식음공간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식음공간 특성에 대한 분석기준의 틀을 도출하기 위해 

식음공간에서 나타난 연출 방법과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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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레스토랑의 

공간 디자인에 대한 

연구

성 편의성, 역동성, 개방성

디자인요

소 User, Space, Object 간의 관계

영역특성 점유성, 구조성, 차폐성, 장소성

2013 문근이

제 3의 공간으로써 

카페의 공간 연출 

전략에 대한 연구

공간특성

소통공간, 힐링공간, 문화공간, 

노마드공간, 개인공간,

가치표현공간

공간연출

스토리텔링을 통한 테마 설정

스타일 창조를 통한 시각적인 정체성의 

확보

시퀀스의 다양화를 통한 복합적인 

공간의 구성

체험적 요소를 이용한 인터렉션 장치의 

구축

2011 김학수

식음공간의 조명의 

연출 기법을 통한 공간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

구성요소

객석 및 중심 서비스공간, 도입공간, 

주방 및 후방 작업공간, 

부대서비스공간, 관리공간

공간특성 테마화, 브랜드화, 복합화, 친환경화

2010 김지현

상호작용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중심

으로 한 스페이스 

마케팅과 이를 적용한 

식음공간애 관한 연구

공간연출

특성

상호작용 : 매체성 - 비주얼 

디스플레이, 이미지 미디어

대면접촉, 디지털 미디어

체험성 - 오락성, 정보성, 흥미성, 

참여성

사건성 – 명료성, 관련성, 개인성, 

일관성

브렌드아이덴티티: 전체성, 융합성, 

맥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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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김선진

감성마케팅을 통한 

외식공간의 연출에 

대한 연구

연출요소

감성적경험

감각적경험

행동경험

인지적경험

관계적경험

2009 변채영

식음공간 실내의 

그린디자인 연출과 

표현기법에

대한 연구

경향
생태학적디자인, 다중적,∙복합적 구성, 

사이버스타일, 초미니멀리즘

표현기법 상징적, 재현적, 연상적

연출방법 모방적, 직접적, 복합적, 상징적

2009 박민서

디자인 호텔의 실내

코디네이션 표현

방법에 대한 연구

기본요소 가구, 색채, 조명, 패브릭, 카펫

혼성요소
시간적 혼성, 장르적 혼성, 지역적 

혼성

2006 김예진

경험디자인을 통한 

실내 공간표현 특성에 

대한 연구

감각의 

참여성
시각적참여, 청각적참여, 촉각적참여

연상성
공간의 시간화, 상징화, 

랜드스케이프화, 대상의 전이

역동성

인간↔공간 인터랙티브, 표피의 

스크린화, 재료의

물성과 사용자 움직임, 공간의 유동성

이벤트성

공간의 이질개념화, ,아이디어의 

유희성, 구축요소의 다개념화, 공간의 

마케팅화, 

2006 신병철
상업공간의 실내에서 

보여지는 

미니멀 

표현특성

재료표현

특성
물성, 비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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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멀디자인의 표현

특성에 대한 연구

공간표현

특성
확장성, 폐쇄성, 영역성

형태표현

특성
단순성, 반복성

2005 김인혜

다문화 개념을 적용한 

객실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호텔의 공간 연출에 

대한 연구

공간표현 장식적, 구조적, 외장적

요소

공간적

장식적요소사용, 스타일 

병치, 타 문화소재의 

적용, 장르적 회화적용

시간적

장식적요소사용, 스타일 

병치, 신소재 치환,

고전적 재료 적용

장르적

회화 적용, 오브제 공간, 

영상매체 결합, 

조명오브제 이용

2004 김명선

디자인호텔 실내공간

의 감성 표현 특성

에 대한 연구

요소개념

초문화성

이질문화의

접목, 시간적 공존, 장르 

간 결합

인터렉티브
참여와 소통, 내러티브,  

테마성

혼성적공간 다문화성

내제적상징 상징, 은유

감성적

표현

조건반사적 공간체험, 오감의 체험, 

상징성과 해학, 장면성과

연속성, 사실적 스케일로부터의 탈피

[표 2-8] 식음공간 연출특성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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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특성과 구성요소들은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공간을 구성한다. 따라서 식음공간의 다학제적인 특성을 유형화 

시키고자 식음공간 연출요소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표현적 특성과 공간 구성적 

특성을 위 표의 식음공간 연출특성의 선행연구 요소 중 동의적 성향끼리 그루핑 

하였다. 따라서 공간 구성적 특성에는 공간집중도, 동선흐름도, 공간 영역성으로 

도출하였으며 표현적 특성에서는 참여유도성, 친환경성, 다문화성의 속성으로 나

누었다.

앞서 연구한 식음공간의 연출요소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공간 표현적 특성과 

구성적 특성 중에서 표현적 특성으로 제한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1) 참여유도성

2000년 이후 트렌드에 의한 프리미엄, 먹방 쿡방41), 프리미엄(고급화), 디저트,

쉐프테이너42) 등의 키워드는 전체적 공통점으로 체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합외식공간과 해외 유명 그로서런트(Grocerant)43)등은 소비자들의 

체험성을 끌어내며 먹방, 쿡방, 셰프테이너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시각적인 대리

만족으로 간접경험을 이끈다고 할 수 있다. 체험적 요소로는 고객과 공간 간의 

오락성, 정보성, 흥미성, 참여성, 테마성의 특성으로 크게 구분지어진다.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은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46) 트렌드 지식사전, 먹방(먹는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은 2008년경 인터넷 방송에서 시작되어  

시각적인 부분에 치중해 보는 사람의 식욕을 자극한다.

47) 시사상식사전, 셰프테이저. 요리사를 뜻하는 셰프(Chef)와 연예인을 뜻하는 엔터테

이너(Entertainer)의 합성어로 방송에서 활동하는 요리사들을 가리킨다.

48) 시사상식사전, 그로서런트. 식재료와 음식점을 결합한 신 식문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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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은 둘 이상의 물체 또는 대상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행동을 의미

하며 양방향으로 그 영향이 나타난다.44)

체험은 식음공간에서 주어지는 요소들을 통하여 느끼는 소극적 체험과 사용자

가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 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체험형 공간은 이성적 속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사용자의 욕구에 의지하며, 단순히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을 위한 감각이나 감성적 체험을 창출 한다.45) 현상학과 심

리학에서는 체험에는 항상 대상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공간에서의 체험은 수동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의 발현으로 인하여 경험, 체험이 진

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식음공간이 주고자 하는 정보성(Information)과 오락성

(Entertainment), 흥미성(Interest), 참여성(Participation) 테마성(Theme) 등의 성격

을 가지고 사용자에게 어떤 것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전개해야 한다.46)

(2) 친환경성

2000년 이후 집밥, 로컬푸드47), 로하스48), 수제전문점, 웰빙, 힐링푸드, 슬로푸

드, 가든, 농가 레스토랑 등의 컨셉 식음공간에 전개되었다. 이는 공통적으로 건

강과 환경 등 자연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식음공간에서 자연적 요소는 이용자

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제공한다. 실내공간에서 

보여지는 생명감은 이용자에게 감각, 감정, 의식, 정서 등의 의미를 전달하고 이

용자에게 공간의 성격을 인식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공간에 자연, 웰빙, 그린,

49) 이연숙, 실내디자인 양식사, 연세대 출판부, p.217

51) 댄힐, 감각마케틱, 비즈니스북스, 2006, p.102

52) 댄힐, 감각마케틱, 비즈니스북스, 2006, p.102

53) 시사상식사전, 로컬푸드.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

54) 대중문화사전, 로하스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건강한 삶과 환경 보존 동시에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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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적 측면의 자연요소 도입 소재적 측면의 자연요소 도입

건물의 내 외부 공간과 가까운 자연물을

내부공간에 시각적으로 활용한 경우와 실

내 공간에 자연물을 도입하여 자연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자연요소를 장식적 

형태로 표출하고자 중정, 온실, 아트리움 

등의 디자인기법으로 실내에 표현되고 

있다.49)

자연적인 재료를 직접 이용하는 방법과 유기체의 

특성이 나타나는 재료로써 자연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내에 적극 활용하

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자연성을 느낄 수 있는

장점 및 유기체와 자연 고유의 패턴과

질감으로부터 다채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친환경 요소를 실내에 표현하여 미적 그리고 환경 친화 대상으로 자연을 다양하

게 실내공간 속에 표현하고 있다. 표현 특성으로는 크게 상징적, 재현적, 연상적 

표현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재현적 표현특성

자연 형태의 재현기법은 자연물이 가진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생기있는 느낌의 심리적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도시화된 현

대 사회에서 콘크리트의 정형화되고 딱딱한 분위기, 협소하고 폐쇄된 듯한 분위

기에서 벗어나 탈 정형화, 탈 일상적 측면을 부각시켜 실내를 더욱 풍성하게 한

다.

[표 2-9] 조형적·소재적 측면에서의 자연요소 도입

55) 홍동식. 시각 디자인에 있어서의 에코디자인 및 그린 디자인의 동향. 2011.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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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징적 표현특성

상징적 표현으로 은유와 상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은유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

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법 중의 하나로50) 자연 형태에 대해 변

형과 모방을 통해 형태를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독특한 경험과 감동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감상자는 실내에 표현된 자연과의 유사성을 발견함으로써 디

자인의 의도를 깨닫고 공감하며 간접적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징란 간접적인 하나의 표현 형태로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이며 심벌을 뜻

한다.51) 이와 같은 상징적 유추에 의한 유기적인 이미지는 형태의 외형적인 특징

보다 내재적 질서를 관념화 및 추상적인 표현을 한다. 즉 상징적 기법에 의하여 

표현된 자연의 이미지는 감상자의 주관적인 관념에 의하여 달리 감상되며 더욱 

창조적이고 심오한 실내공간을 구성하게 한다.52)

③ 상징적 표현특성

일상적이지 않은 광경이나 현실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영상으로 흥미를 

불러일으키거나, 현실적 소재의 가공으로 환상적 공간 속에 선명히 표현함으로써 

자유분방하고도 친근감 있는 실내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기법은 

모순성, 환상성, 관능성, 연상성 등의 시각적 효과를 통해 사람들의 의식 내부에 

강력한 시각적인 충격을 주어 정해진 시공간 속에서 함축된 메시지를 효과적으

로 표현하게 된다.53)

56)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은유법.

57) 두산백과, 상징.

58) 홍석현, 그린 디자인 교육을 통한 실천적 사회참여 방안 연구. 2016.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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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양성 패러다임의 변화

현대사회의 경향 혼성적인 표현 현대사회의 경향 혼성적인 표현

다원화 문화의 구별 모호 불확정성
프로그램의 우연적 

조합

매체의 변화

일시성, 

사이버스페이스 출현, 

시공간 압축

불연속성

프로그램의 우연적 

조합

이질적 요소의 병치, 

과거의 맥락 중첩

정보 사회
다양한 인종과 자본의 

혼합
상보성

이질적 요소의 병치, 

스타일의 혼합

(3) 다문화성

현대사회는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로 다원화에 대한 요구와 매체의 변화로 새

로움에 대한 욕구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치체계에서 시공을 초월한 문

화 고유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맞춰 다문화주의가 공간 안에서 표현되고 

있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란 다양한 양상의 이질적인 문화를 다원주의

(Pluralism)나 세계주의(Cosmopolitainism)의 입장으로 풀어내는 것을 일컫는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 간의 교류가 증가하여 개인과 

사회집단이 한 세계 안에서 일체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 역사, 문화, 종교, 생

활양식의 장르를 뛰어넘어 혼성의 형태로 다문화적인 문화 현상은 더욱 뚜렷하

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54)

[표 2-10] 혼성적 표현의 배경

① 시간의 혼성

59) 송문정, 유기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실내디자인 연후. 홍익대학교. 1990. p30

60) 김윤경, 퓨전디자인의 속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2002.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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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혼성은 서로 다른 시간의 문화적인 양식을 혼용함으로써 조형적인 형

태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역사주의와 일맥상통하는

데 전통적 양식요소를 역사적, 현대적 건축양식에서 차용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형태의 도입을 취하고 있다. 전통적 양식과 현대 건축의 이질적 조합은 공간을 

통해 표현되는데 이는 기존양식의 현대적인 재해석이며 응용을 통하여 건축의 

의미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55)

재해석의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향수, 기역, 역사성이 새로운 의미를 갖고 원

할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대중의 기호와 주어진 상황에 적합하도

록 새로운 체계로 변형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역사적 요소, 대중 전달매체, 현

대적 구성방법의 이중적인 표현에서 생기는 절충주의적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② 공간적 혼성

공간적 혼성은 타 지역 간의 문화를 결합하여 한 디자인에 각각 다른 지역적 

혹은 역사적 양식을 적용하는 구성방법을 뜻한다. 하지만 표현 과정에서는 다른 

지역 문화의 직접적 재생이 아닌 전통적, 토착적 요소에서 여러 모티브를 참고하

여 상황에 맞춰 적용 또는 각색하는 것이다.

다른 문화와의 융합을 적용하여 새로운 문화코드로 변용하는 과정은 두 가지

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대등적인 과정으로 두 개 이상의 문화가 대등한 관계

에서 만나고 또 변하는 형태이다. 둘째, 종속적 과정으로 한 문화가 다른 우위의 

문화에 예속되는 형태적 변용으로 동화, 문화상실, 식민지화 과정이 이에 해당된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등적 관계는 고유의 문화적인 요소를 선택적으로 

61) 권영걸, 21세기 한국의 공간디자인 패러다임. 월간인테리어. 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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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으로 편입의 과정 할 수 있다.56)

③ 장르적 혼성

장르적 혼성은 가까운 두 종류의 장르가 대등하게 조합되어 있는 중간 장르와 

몇 개의 장르가 복합적인 조화를 이룬 복합장르가 존재한다. 오늘날의 실내디자

인에서도 이와 같은 장르적 혼성이 나타나고 있다.

실내디자인과 여타 장르와의 혼성은 단일 장르와 혼성뿐만이 아닌 여러 장르

와 혼성된 경우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중간 장르적 성격의 공간으로 

설치작품과 공간이 결합하여 공간 그 자체가 순수 미술 작품이 되는 공간, 회화

와 공간이 결합하여 회화로 존재하는 공간,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의 결합으로 인

하여 가상적인 공간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있다. 둘째, 복합 장르적 성격을 갖는 

공간으로 실제공간과 가상공간이 공존하는 공간, 조명, 음악, 컴퓨터 시스템이 결

합되어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공간, 구조적 요소와 영상매체와의 조소적 형태가 

결합된 공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장르와 실내디자인의 혼성은 바닥, 벽, 기

둥, 천장과 같은 구조적 요소와의 결합이 나타나는데 구조적 요소의 일부에만 적

용된 공간과 공간 전체에 융합된 공간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62) 류호창, 신 문화코드 퓨전. 월간 디자인. 2000. 02.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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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간스토리텔링과 라이프스

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표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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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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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 표현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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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간스토리텔링과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표현특성

3.1. 공간 스토리텔링 표현특성과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상관관계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써 풍요롭게 소비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능 중심의 소비에서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 중심의 소비로 전환되고 있

다. 소비자의 활력 요소들은 공간 디자인과 건축, 각종 도시의 시설물이며 이것

은 도시를 완성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개입함으로서 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57) 사람이 모이지 않는 건축 공간은 생명력을 잃고 만다. 건축이나 도시는 

사람들이 머물 때 그 가치와 의미가 강조된다. 건축이나 도시는 근본적으로 미술

관에서 체험하는 조각물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모이지 않

는 공간은 죽은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은 자연스럽게 경제적 수익 저하 또는 자

생력 약화로 이어지며, 공간 자체의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 건축공간의 활성화는 

공간으로서의 매력 못지않게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된다.58) 사람들의 집객이 공간의 중요한 목적이고 생명력의 원천이듯이59),

호텔의 공간에서도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얻게 되는 중요한 

하나의 장소로서, 사람들의 집객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호텔은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맞춤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현대인의 다

63) 박선화, 「스페이스 마케팅의 브랜딩 과정에 관한 연구:디자인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경원대

학교, 석사논문, 2010, p.35

64) 이지현, op. cit., 2007, p.25

65) 홍유란, 이성훈, 「공간마케팅 전략으로 디지털미디어의 적용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회, 2011,p.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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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요구와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다. 특히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식음공간은 호

텔을 이용하는 투숙객과 비 투숙객을 아울러 공간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고 나

아가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구심점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간 스토리텔링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볼 때,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

지(이야기의 내용),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도상, 지표, 상징), 어떤 상호작용으

로 경험을 만들어지는지(상호작용 내용, 경험의 생성)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호

텔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공간 스토리텔

링과 라이프스타일 호텔이 연관되어 있음을 다음 그림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

다.

공간스토리텔링 표현특성의 이론적 고찰과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이

론적 고찰을 통한 분석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공간스토리텔링 표현 방식은 라

이프스타일호텔 식음공간의 표현특성에 따른 분류 및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갖

는 것으로 표현 되어진다. 이와 같은 연관성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공간 스토리텔링과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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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 분석 도출

다음 그림의 분류는 앞서 2.2.2에서 나타난 이야기의 내용(주체), 표현의 방법

(공간 구성), 경험의 생성(경험의 유도, 참여)이라는 공간 스토리텔링의 3가지 표

현특성과 2.4.2에서 나타난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표현요소를 참여유도

성, 친환경성, 다문화성의 3가지로 정리한 결과,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표현요소는 고객들이 경험하는 내용과 전달되는 표현 그리고 고객과 공간을 하

나로 만들어주는 상호작용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공간특성 분석을 크게 이야기 내용 측면, 표현의 방법 측면, 관계의 생성 

측면으로 도출하였다.

[그림 3-2]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 공간 분석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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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의 내용 측면의 경우, 라이프스타일 호텔에서는 추구하는 취향 또는 삶

의 가치가 구체적이고 다양한 고객들의 감성을 충족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루어

져 있다. 이러한 공간은 객실 외에 식음공간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 호텔은 전체적인 스토리 혹는 큰 맥락의 흐름을 가진 경우가 많

다. 이를 통해서 호텔은 고객들의 기억에 남도록 호텔의 대표적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이것은 유희적 방법 또는 유익한 정보 제공 방법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콘텐츠로서 다가가도록 한다.

표현의 방법 측면의 경우, 호텔이라는 공간이 생산과 소비의 주축이 되는 운영

자의 생산 활동과 이용자의 소비활동이 전개되는 실질적인 영역에 해당됨과 동

시에 공간 그 자체로 상품화가 가능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간은 사용

자에게 하나의 상품으로써 마케팅 되어질 수 있다고 인식되어가는 추세이다. 이

로써 공간은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거나 공간이 위치한 지역을 상징하기도 하며,

범세계적 트렌드인 친환경적 접근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고 있다.

관계의 생성 측면의 경우, 호텔이 제공하는 공간과 서비스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자가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며 경험하고 느끼는 과정 또는 관계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호텔이 제공하는 공간 안에서 체험마케팅을 통해 기업의 

스토리를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연결시킬 수 있다. 호텔이 갖는 기능적인 역

할을 넘어서 감각적, 감성적, 관계적 가치를 고객이 경험을 통해 얻어갈 수 있도

록 한다. 그 방법으로는 이용자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사회적 이슈를 서비스

에 반영하여 사회적 책임 또는 윤리성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며, 일관

되고 통일된 서비스로 이용자 요구에 즉각적 피드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

이에 따라 이야기, 표현, 관계는 라이프스타일 호텔과 공간 스토리텔링을 연계

시키는 요인으로써 바라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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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표현특성 분석

1) 이야기의 내용 측면

호텔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그 내용에는 실험적이고 감성적인 조형 또는 내용

으로 이용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희를 느끼게 하는 오락성과 호텔공간의 컨

셉 또는 정보와 상징을 담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정보성, 공간 내

의 유형의 오브제 또는 무형의 서비스를 통해 전달되는 이미지로 사건과 이야기

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등이 나타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호텔은 이를 이용하는 투숙객 또는 비 투숙객 모두의 라이프스

타일을 고려하여 호텔 공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레이아웃 외에 다양한 공간의 컨

셉을 식음공간을 통해 다채롭게 드러내고 있다. 즉 컨셉에 의해 다양한 공간 구

성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식음공간을 통해 느낄 수 있다. 식음공간에 해당하는 레

스토랑, 라운지, 바 또는 카페 공간을 통해 각각 컨셉을 부여하여 다양한 요소들

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거나 이용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 3-3] 마마 쉘터 리옹(Mama Shelter L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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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는 2014년 프랑스 리옹에 위치한 마마 쉘터 리옹(Mama Shelter

Lyon)이다. ’마마쉘터’는 엄마의 품과 같은 보금자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인간을 

탑압하는 사회적 제약이 아닌 인간 그 자체를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생기있고 활기 넘치는 공간은 파리 도

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 엉뚱 발랄한 분위기와 재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하여 체험험하기 좋아하는 요즘 도시인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최신 기기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컬러의 소품을 활용하여 독특한 공간을 이루어

다. 유희적 요소와 시각적 즐거움을 포인트로 표현한 공간은 다양한 체험을 제공

하려는 필립 스탁의 디자인 의도가 담겨 있다.

[그림 3-3] 에이스 호텔(ACE Hotel)

[그림 3-3]은 2009년 미국 뉴욕에 위치한 에이스 호텔(ACE Hotel)이다. 1904년 

저명한 예술가들이 사교하는 장소였던 브레슬린 호텔(Breslin Hotel)을 리모델링 

하였다. 호텔의 컨셉은 ‘부모님이 부재중인 낡고 큰 집은 장대한 파티가 열리는 

곳에 되어 아이들이 점령하다.’이다. 과거 그때의 분위기처럼 뉴욕 젊은이와 여행

객이 북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지역 내에서는 이곳이 하나의 집결지가 되어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서로 친

구가 되어 그들만의 아지트가 된다. 이와 같은 공간은 주변 상권을 비롯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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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브랜드 호텔 부티크 호텔

이야기 내용 측면

(Narrative Content)

오락성

(Entertainment)

시도적이고 감성적인 조형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희성을 느끼게 하는 특성

정보성

(Informativity)

공간의 컨셉 또는 정보와 상징을 담고 있는지 

직간접적으로 전달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통해 사건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특성

전체에 더불어 활력을 불어 넣으며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처럼 라이프스타일 호텔은 고객에게 유희성과 이를 통한 정보성, 스토리텔링

성을 제공하여 비일상적이고 일상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이야기의 내용 측면 키워드 도출

1) 표현의 방법 측면

호텔 공간은 이를 이용하는 주체가 되는 이용자와 이용자 간에 주고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담는 배경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그 자체로 하여금 소비 가능한 

대상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공간을 통해 소비되어지는 양상은 공간의 물리적인 

공간배치, 인테리어, 소품 또는 사인 등이나 추상적 영역에 해당하는 컨셉 또는 

스토리에 반영된 문화적, 지역적, 친환경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장르 또는 가치, 시공간적 감각들이 서로 혼재되어 나타나거나 뒤섞인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호텔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개념 또는 구체적인 표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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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기도 한다. 범세계적으로 큰 이슈에 해당하는 친환경적인 메시지를 호

텔의 방식을 거쳐 이벤트를 통한 캠페인을 벌이거나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하여 

동참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 와이드 호텔 (Wythe Hotel)

[그림 3-4]는 2012년 미국 브루클린에 위치한 와이드 호텔 (Wythe Hotel)이다.

20세기 초 공장 용도로 지어진 건물의 구조를 그대로 보존하고 활용하였다. 과거

와 현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기존의 5층 건물 루프탑에 대형 글라스 월과 알루미

늄으로 구성된 박스 형태의 3층 규모를 증축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적인 

모습을 뽐내는 호텔로 변신시켰다.

호텔의 컨셉은 ‘브루클린 스타일’로 지역성이 깊은 공용 공간은 지역민과 여행

객들에게 사교와 만남, 사교, 휴식과 교류를 제공하는 개방된 장소이다. 호텔 계

획에 있어 지역성을 고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하였고 카페

와 레스토랑, 바에서는 지역에서 자체 생산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의 의지로 꺼져가는 지역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역할의 장소가 되었다.



- 60 -

[그림 3-5] 더 워터하우스 엣 사우스 번드 호텔(The Water House at South Bund)

[그림 3-5]는 2012년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워터하우스 엣 사우스 번드 호텔 

(The Water House at South Bund)이다. 1930년대 당시 일본의 육군본부였던 3

층 건물을 중국 공산당 정권에 의해 창고로 이용한 장소를 4층으로 증축하여, 호

텔로 오픈하였다. 호텔은 단지 호화로운 문화 요소를 넘어 여행객이 과거와 연결

된 공간에서 시간적 흐름과 대비를 통하여 장소에 관한 의미를 찾는 것에 중점

을 두고 있다. 실내와 외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현재와 과거의 개념이 분열

과 융합에 의해 나타나는 시간의 혼성적 분위기는 기존의 공간에서 느끼기 힘든 

새롭고 독특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와 같이 고객에게 호기심과 감성을 충족시켜 

주는 시각적 요소는 호텔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정체성이 된다.

이처럼 라이프스타일 호텔은 이용객에게 다문화성, 지역성, 친환경성을 제공하

여 혼재된 다양한 가치를 향유하고 지역적 상징 또는 전승에 대한 가치의 중요

성을 언급하여 라이프스타일 호텔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내용을 통하여 감성적 내용 특면의 특성 키워드를 도출한 것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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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브랜드 호텔 부티크 호텔

표현의 방법 측면

(Expression Method)

다문화성

(Cultural Hybrid)

다양한 장르나 가치, 혹은 시공간적 감각들이 

혼재되거나 뒤섞이는 특성

지역성

(Regional Symbolism)

지역적 상징 또는 전승에 대한 가치 또는 

개념을 추상적인 이미지나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특성

친환경성

(Environment Friendly)

기술을 통해 에너지를 최소화하거나 친환경적 

재료 또는 재활용 재료를 활용

[표 3-2] 표현의 방법 측면 키워드 도출

3) 관계의 생성 측면

호텔이 설정한 공간 안에서 운영진이 제공하는 유무형의 서비스에 대해 이용

객이 시간을 투자하고 공간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관계의 

생성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간 안에서 체험마케팅을 기반으로 호텔의 이미지 

또는 브랜드를 이용객의 라이프스타일과 결부시키고 호텔의 기능적 측면을 넘어 

감각·감성·관계적 가치를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한다. 방법으로 크

게 참여유도성, 사회적 책임성, 호스피탈리티를 통해 공간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

도록 유도한다. 공간 스토리텔링이 부여된 공간 속에 들어가 그 내부에 적용된 

요소를 통해서 이용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이용객의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윤리성, 이야기가 담겨진 그 

내부에 적용된 요소를 통하여 이용객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유도성,

일관되고 규격화된 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니즈에 신속 대응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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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도록 하는 호스피탈리티를 예로 들을 수 있다.

[그림 3-6] 시티즌 엠 호텔 (Citizen M Hotel)

[그림 3-6]은 2014년 미국 뉴욕에 위치한 시티즌엠 호텔 (CitizenM Hotel)이다.

외관에서 볼 수 있는 건축적 창호 크기에 맞추어 칸을 나눈 모듈식의 객실로 구

성된 호텔이다. 온라인으로 예약할 경우 객실을 직접 고르는 것이 가능하며 셀프 

체크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실같은 분위기로 기획된 로비는 여행객 및 

지역 주민에게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각국의 서적과 잡지 그리

고 재미있는 소품과 조명이 가득한 안락한 거실과 같은 분위기의 공간이다. 로리

셉션, 비, 바, 라운지는 공간의 모호한 경계와 함께 오픈된 공공성 짙은 공간으로

써 다양한 브랜드의 가구와 소품 및 유명 예술작품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림 3-6] 매직캐슬 호텔 (Magic Castle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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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브랜드 호텔 부티크 호텔

관계의 생성 측면

(Content Element)

사회적 윤리성

(Social Responsibility)

고객층의 기호 반영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

참여 유도성

(Consumer Engagement )

이야기가 디자인된 공간에 들어가 그 안에 

적용된 요소를 통해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호스피탈리티

(Systematic Service)

일관되고 통일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 대응 가능

[그림 3-6]은 미국 LA에 위치한 매직캐슬 호텔 (Magic Castle Hotel)이다. 손바

닥만 한 수영장과 촌스러운 인테리어, 1950년대식 2층 아파트 건물을 개조한 노

란색 건물이 힐튼이나 메리어트 호텔 수준의 숙박비를 받게 된 비결은 바로 ‘다

른 호텔이 하지 않는 서비스’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호텔 수영장 주변 곳곳에는 

빨간색 전화기가 있다. 선베드에서 이 전화기로 전화를 하면 직원들이 아이스크

림을 은쟁반에 무한대로 가져다준다. 방 안의는 스낵이나 음료도 무료로 먹을 수 

있다. 보드게임과 영화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류 호텔에서 객실 내 냉장고

에 있던 간식을 공짜인 줄 알고 먹었다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치러야 했던 경험

에 비춰보면, 팝시클 서비스는 감동적일 수밖에 없다.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 어

드바이저 평점 순위 LA 호텔 중 4위에 올라 있다.

이처럼 부티크 호텔은 고객에게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의 참여, 체계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통하여 감성적 내용 특면의 특성 키워드를 도출한 것은 [표 3-3]에

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3] 관계의 생성 측면 키워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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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례조사 및 분석

4.1. 사례분석 기준의 선정

4.2. 사례분석

4.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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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호텔명 위치 개관년도 성급

1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Side Note Club'
서울 마포구 양화로 130 2018 5성급

2
레스케이프 호텔

'Marque d'Amour'
서울 중구 퇴계로 67 2018 4성급

3
글래드 라이브 강남

'D-bridge'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23 2016 4성급

4
L7호텔 홍대

'Floating'
서울 중구 퇴계로 137 2016 4성급

5
호텔 카푸치노

'Gintoneria'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55 2015 3성급

6
힐튼 부산

'McQueen's Bar'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68-32
2017 5성급

7
메종글래드 제주

'Jungle Book by Alice'
제주 노연로 80 2015 5성급

Ⅳ. 사례분석

4.1 사례 분석 기준의 선정

1) 분석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공간 스토리텔링 관점으로 본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표현 

특성을 알고자 다음의 기준으로 사례를 선정하고 조사하였다. 특히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표현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식음공간으로 제한하여 조사하였

다. 사례분석 대상은 국내를 중심으로 2015년 이후에 개관한 3성급 이상에 준하

는 글로벌 체인호텔 또는 국내 로컬 호텔에 해당하는 라이프스타일 호텔 내의 

식음공간으로 한정하였다. 기존 관련 문헌이나 해당호텔의 공식사이트, 현장방문 

및 웹 서칭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정리한 사례대상은 [표 4-1]과 같다.

[표 4-1]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사례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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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명

개요 위치 년도

이미지 이미지

내용 호텔 설명

분석방법으로는 스토리텔링의 개념 및 특성, 공간 스토리텔링의 특성 및 표현 

요소, 라이프스타일과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표현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

찰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는다. 다음은 이야기의 내용, 표현의 방법, 체험의 생성 

3가지 측면에 따른 각 구체적 키워드를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2) 분석 기준의 틀

[표 4-2] 분석 기준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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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특성 분석내용

특

성

분

석

이
야
기
의

내

용

오
락
성

정
보
성

스
토
리
텔
링

표

현

의

방

법

다
문
화
성

지
역
성

친
환
경
성

관

계

의

생

성

사
회
적

윤
리
성

참
여
유
도
성

호
스
피

탈
리
티

소결

                     

·

· 이야기의 내용 측면(Am:오락성, In: 정보성, St: 스토리텔링)

· 표현의 방법 측면(Cu: 다문화성, Re: 지역성, En: 친환경성)

· 관계의 생성 측면(So: 사회적 윤리성, Co: 참여 유도성, Sy:호스피탈리티)

· ●: 크게 나타남, ◐: 보통으로 나타남, ○: 잘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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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Side Note Club(사이드노트클럽)’

개요 위치 서울 마포쿠 양화로 130 년도 2018

이미지

로비 객실

식음공간 외부 식음공간 입구

식음공간 내부 1 식음공간 내부 2

내용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은 지역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디자인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부대시설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편집샵과 미술관, 다이닝, 베이커리, 루프탑 등 

다양한 식음영역의 구성 등으로 객실 이외 부대시설의 부각이 눈에 띄는 편이다.

세계적인 건축 기업의 협업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이용객에게 문화적인 영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객실에 비치된 목욕가운, 블루투스 스피커, 페인팅 아트워크 등을 통해 국내외 예술가들의 예술적,  

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루프탑에 위치한 바 사이드노트클럽은 뉴욕 브루클린 

컨셉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주를 응용한 칵테일 메뉴 개발 등 등 혼성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4. 사례 분석

1)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Side Note Club(사이드노트클럽)’

[표 4-3]  라이즈 호텔‘사이드노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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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특성 분석내용

특

성

분

석

이
야
기
의
내
용

오
락
성

●

객실 내에 개성이 뚜렷한 갤러리, 식음공간, 

편집샵 등 부대시설의 다채로움을 통해 

즐거움과 문화적 영감을 느끼도록 구성함 

정
보성 ◐

정보의 상징 또는 공간의 컨셉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스
토
리

텔
링 ○

인테리어 구성 또는 조형물에 있어 이야기와 

사건을 전달하는 특징은 나타나지 않음

표
현
의

방
법

다
문
화

성 ●

예술, 문화, 음악, 미술, 건축 등이 혼성적인 

모습을 보이며 특히 브루클린과 홍대의 

혼성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이 나타남

지
역
성

●

홍대라는 지역적인 특성인 청년문화와 예술적 

감성을 컨셉을 메인으로 반영한 공간기획과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이 

드러남

친
환

경
성

○
특별히 눈에 띄는 친환경적 기술 또는 재료의 

특성은 나타나지 않음

관

계

의

생

성

사
회
적

윤
리
성

●

'Taste of Korean Spirit'이라는 주제의 행사로 

한국 전통주 이슈 유도하여 전통문화 활성화를 

장려한 사회적 활동이 나타남

참
여

유
도성 ◐

공간 속에 이야기가 디자인되어 그 내부에 

적용된 요소로 이용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호
스
피

탈
리
티

◐

세계의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을 시즌별로 

준비하여 이영객에게 꾸준히 제공하는 등 

브랜드 컨셉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남

소결

객실 이외에 개성이 뚜렷한 갤러리, 편집샵, 식음공간 등 

부대시설의 다양함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로 하여금 문화적 

영감을 전달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홍대의 지역적인 특성인 예술감성과 청년문화을 컨셉을 반영한 

공간계획과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이뤄진 디자인이 나타난다.

'Taste of Korean Spirit'이라는 주제의 행사를 통해 한국 전통주 

이슈를 유도하여 전통문화 활성화를 장려한 사회적 활동이 

나타난다.

· 이야기의 내용 측면(Am: 오락성, In: 정보성, St: 스토리텔링)

· 표현의 방법 측면(Cu: 다문화성, Re: 지역성, En: 친환경성)

· 관계의 생성 측면(So: 사회적 윤리성, Co: 참여 유도성, Sy: 호스피탈리티)

· ●: 크게 나타남, ◐: 보통으로 나타남, ○: 잘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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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케이프호텔: 마크 다모르(Marque d'Amour)

개요 위치 서울 중구 퇴계로 67 년도 2018

이미지

호텔 로비 객실

식음공간 외부 식음공간 입구

식음공간 내부 1 식음공간 내부 2

내용

레스케이프호텔은 파리지엔의 감성을 바탕으로 트렌드와 문화, 식도락을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컨텐츠의 플랫폼으로써 독립적인 디자인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음공간의 비중이 높은 점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각 지역 또는 도시을 대표하는 카페, 카레스토랑, 

바의 가치관을 담은 다이닝을 제공하며 호텔의 이름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상 탈출과 같은 

이색적 미식세계의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 기업의 협업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 아티스트,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고객에게 문화적 영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객실에 비치된 목욕가운, 블루투스 스피커, 

페인팅 아트워크 등을 통해서 국내외 아티스트의 문화적, 예술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레스케이프 호텔, ‘Marque d'Amour(마크 다모르)’

[표 4-4]  레스케이프 호텔 ‘마크 다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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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특성 분석내용

특

성

분

석

이
야
기
의

내

용

오
락
성

●

프렌치 스타일의 트렌디한 재해석과 전통적 

양식으로 해석한 조형미가 이용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특징이 잘 

드러남

정
보
성

●

‘사랑의 징표’이라는 의미의 호텔 네이밍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화려한 관능의 컨셉의 

메뉴 구성과 인테리어로 표현하고 있음

스
토
리

텔
링 ◐

파리 귀족사회오부터의 영감을 토대로 한 

화려하고 고전적인 양식을 공간과 동선의 

전반에 개연성 있게 나타내고 있음

표

현
의

방
법

다
문

화
성 ●

프랑스 양식의 과거와 미래가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드러남

지
역성 ○

전승에 대한 가치 또는 지역적 상징 개념에 

대한 표현 특징은 나타나지 않음

친
환

경
성

○
특히 눈에 띄는 친환경적 재료 또는 기술의 

특징은 드러나지 않음

관
계
의

생
성

사
회
적

윤
리
성

○

고객층 기호의 반영 혹은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이 결합된 서비스의 특징은 드러나지 

않음

참
여

유
도
성

◐

공간 동선에 프랑스 감성을 상징하는 장미의 

향기를 부여하여 후각을 통한 공간 컨셉의 

인지와 함께 공간과 서비스에 능동적인 

태도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남

호
스
피

탈리
티 ○

눈에 띄는 이벤트 또는 호스피탈리티는 

보이지 않음

소

결

프렌치 스타일을 트렌디한 재해석과 전통적인 양식으로 풀어 낸 

조형미가 고개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려는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양식의 과거와 미래의 공존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간 동선에 따라 프랑스 감성을 

상징하는 장미의 향기로 통일하여 후각을 통한 공간 컨셉의 

인지와 더불어 공간과 서비스에 능동적인 태도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이야기의 내용 측면(Am:오락성, In: 정보성, St: 스토리텔링)

· 표현의 방법 측면(Cu: 다문화성, Re: 지역성, En: 친환경성)

· 관계의 생성 측면(So: 사회적 윤리성, Co: 참여 유도성, Sy: 호스피탈리티)

· ●: 크게 나타남, ◐: 보통으로 나타남, ○: 잘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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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드 라이브 강남: 디브릿지(D-bridge)

개요 위치 서울 마포쿠 양화로 130 년도 2018

이미지

호텔 로비 객실

식음공간 외부 식음공간 입구

식음공간 내부 1 식음공간 내부 2

내용

글래드 라이브 강남은 '원스톱 엔터테인먼트' 컨셉으로 객실 외의 부대시설 특히 F&B공간을 

주력으로 하여 공간적으로 기획된 이용자의 루틴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특징적이다. 대림미술관과 

디뮤지엄의 역량을 활용하여 호텔의 곳곳에 예술품들을 전시하고 있고 아티스트와의 콜라보 전시도 

기획하는 등 미술관 호텔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프론트 데스크가 바로 바 카운터와 겸용으로 

2가지 기능을 함께 수용한 컨셉은 플린트가 낮에는 레스토랑, 밤에는 라운지바를 겸하는 것처럼 

24시간 모든 공간과 역할이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F&B공간 중에서도 디브릿지 

라운지 바는 과감하고 화려한 컬러 도입과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한 아트워크 등으로 이루어진 

인테리어를 통해 초현실적 분위기를 경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 글래드 라이브 강남, ‘D-bridge(디브릿지)’

[표 4-5] 글래드 라이브 강남,‘디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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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특성 분석내용

특

성

분

석

이
야
기
의

내
용

오
락
성

●

‘원스톱 엔터테인먼트’ 컨셉답게 공간 및 

조형적으로 매우 실험적이고 감성적이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
보
성

●
미술관 호텔로써 공간 내에 큐레이팅한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스
토
리

텔
링 ○

조형물 또는 인테리어 구성에 있어 사건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특성은 나타나지 않음

표

현

의

방

법

다
문
화

성 ●

클럽과 라운지 바의 중간 형태로 공연, 음악, 

패션 등의 테마파티와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
역
성

◐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하여 비즈니스 또는 

사교클럽 성격이 더해져 유명인사 또는 

아티스트들의 모임 장소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친
환
경

성 ○
특별히 눈에 띄는 친환경적 재료 또는 기술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음

관

계

의

생

성

사
회
적

윤
리
성

○

고객층의 기호 반영 또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이 결합된 서비스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음

참
여

유
도
성

●

공간 내에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빈백 소파, 

무빙 테이블 등 고객 스스로 나만의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호
스
피

탈
리
티

○
눈에 띄는 이벤트 또는 호스피탈리티는 보이지 

않음

소

결

‘원스톱 엔터테인먼트’ 컨셉답게 공간 및 조형적으로 매우 

실험적이고 감성적이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클럽과 라운지 바의 중간 형태로 공연, 음악, 패션 등의 

테마파티와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간 

내에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빈백 소파, 무빙 테이블 등 고객 

스스로 나만의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이야기의 내용 측면(Am: 오락성, In: 정보성, St: 스토리텔링)

· 표현의 방법 측면(Cu: 다문화성, Re: 지역성, En: 친환경성)

· 관계의 생성 측면(So: 사회적 윤리성, Co: 참여 유도성, Sy: 호스피탈리티)

· ●: 크게 나타남, ◐: 보통으로 나타남, ○: 잘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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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 호텔 홍대:‘Floating(플로팅)’

개요 위치 서울 중구 퇴계로 137 년도 2016

이미지

호텔 로비 객실

블루 루프 라운지 F&B공간(바) 외부: 루프탑 풀

F&B공간(바) 내부 1 F&B공간(바) 내부 2

내용

L7호텔 홍대는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주는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는 L7 호텔의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파티와 음악을 사랑하는 클러버, 자유로운 예술가와 힙스터 등 예술적인 감성이 가득한 

고객들이 L7 홍대에 모여 평범한 일상을 축제로 만드는 유쾌한 '문화 스테이션'을 지향하고 있다.  

최상층부에 위치한  루프톱 바 ‘플로팅’에는 홍대의 지역성을 아우르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담겨져 있다. 루프탑 수영장은 디제잉과 유명 뮤지션의 공연, 트렌디한 풀 파티가 펼쳐져 홍대의 

지역성과 정체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자본력보다는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하였으며 홍대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독특함과 창조적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4) L7 호텔 홍대 , 'Floating Bar(플로팅 바)’

[표 4-6]  L7 호텔 홍대 ‘플로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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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특성 분석내용

특

성

분

석

이
야
기
의

내
용

오
락
성

●

문화 스테이션을 컨셉으로 미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젊은 아티스트들의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정
보
성

●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컨셉답게 공간 내의 

컨텐츠에 대한 정보 전달이 잘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스
토
리
텔
링

●

과거 홍대 앞 랜드 마크였던 청기와 주유소를 

대신한 교류와 만남의 공간인 '블루 루프 

라운지'에서 과거 공간의 의미와 정체성에 대한 

흔적을

나타내고 있음

표
현
의

방
법

다
문
화
성

●

문화, 예술, 건축, 미술, 음악 등이 각 장르별로 

혼재되어 있음

다양한 아티스트와 홍대의 혼성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및 공간기획이 나타남

지
역
성

●

교류와 만남의 공간인 '블루 루프 라운지'는 과거 

홍대 앞 랜드 마크였던 청기와 주유소를 대신한 

공간으로 과거 역사를 전승하려는 것이 나타남

친
환
경

성 ○
특별히 눈에 띄는 친환경적 재료 또는 기술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음

관
계
의

생
성

특
별
히

눈
에

띄
는

◐
특별히 눈에 띄는 친환경적 재료 또는 기술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음

참
여

유
도
성

○
눈에 띄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는 

보이지 않음

호
스

피
탈

리
티 ○

눈에 띄는 이벤트 또는 체계적인 서비스 대응은 

보이지 않음

소결

과거 홍대 앞 랜드 마크였던 청기와 주유소를 대신한 교류와 만남의 

공간인 '블루 루프 라운지'에서 과거 공간의 의미와 정체성에 대한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 교류와 만남의 공간인 '블루 루프 라운지'는 

과거 홍대 앞 랜드 마크였던 청기와 주유소를 대신한 공간으로 과거 

역사를 전승하려는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젊은 신진 아티스트의 

데뷔 또는 홍보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이야기의 내용 측면(Am:오락성, In: 정보성, St: 스토리텔링)

· 표현의 방법 측면(Cu: 다문화성 Re: 지역성, En: 친환경성)

· 관계의 생성 측면(So: 사회적 윤리성, Co: 참여 유도성, Sy: 호스피탈리티)

· ●: 크게 나타남, ◐: 보통으로 나타남, ○: 잘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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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카푸치노 :‘Gintoneria(진토네리아)’

개요 위치 서울 중구 퇴계로 137 년도 2016

이미지

호텔 로비 객실

블루 루프 라운지 F&B공간(바) 외부: 루프탑 풀

F&B공간(바) 내부 1 F&B공간(바) 내부 2

내용

카푸치노 호텔은 국내 최초로 공유가치를 컨셉으로 친환경을 지향하는 CSV형 호텔이다. 소프웨어적 

시스템부터 하드웨어적 설계까지 지속가능한 경영에 포커스를 맞췄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취향과 

사회적인 이슈에 민감하고 신념을 중요시하며 실천에 가치를 내세우는 밀레니얼 세대을 타깃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호텔이다. 국내외의 여러 비영리 단체와 함께 공유가치를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미니멀하면서도 합리적인 공간 디자인과 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장식적인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실용성을 살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호텔 내의 어메니티 사용 또는 엘리베이터 

이용 등을 줄이면 사회적 기업으로의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17층에 위치한 루프탑 바인 

‘진토네리아’는 Gin(진)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칵테일 바로, 기본적인 호텔의 콘셉트과 그 맥락을  

함께 한다. 투명하고 무색의 진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맛과 향을 베리에이션한 칵테일이 주를       

이루며 투명한 칵테일처럼 백바의 인테리어 디자인 또한 무채색의 미니멀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혼자 또는 소수의 인원으로 방문한 이용객을 배려하고자 최소한의 조도와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조용하고 차분함이 콘셉트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간결한 호스피탈리티를 제공한다.

5) 호텔 카푸치노, 'Gintoneria(진토네리아)’

[표 4-7] 호텔 카푸치노, '진토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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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특성 분석내용

특

성

분

석

이
야
기
의

내

용

오
락
성

◐

루프탑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활용하여 

외부로부터 시즌별 행사 또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
보
성

◐
공간 내에서 컨텐츠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전달이 무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스
토
리
텔

링 ○
조형물 또는 인테리어 구성에 있어 사건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특성은 나타나지 않음

표
현
적

방
법

다
문
화
성

◐

문화적인 색깔이나 질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시공간이 멈춘 듯 한 느낌의 불분명한 무드를 

연출하고 있음

지
역
상
징

성 ○
지역적 상징 또는 전승에 대한 가치 또는 개념에 

대한 표현 특성은 나타나지 않음

친
환
경

성 ●

일회용 사용 보다는 친환경 방식의 번거러움을 

권유하는 등 사회적 기업의 모토를 가지고 있는 

호텔의 방향성이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음

관
계
의

생
성

사
회
적

윤
리
성

●

국내외 비영리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판매되어 지고 있는 장애우들의 

재활을 위한 기업이 제작한 어메니티들 판매하는 

등 그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참
여

유
도
성

●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호
스

피
탈

리
티 ○

눈에 띄는 이벤트 또는 체계적인 서비스 대응은 

보이지 않음

소결

공유가치를 컨셉으로 밀레니얼 세대을 타깃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호텔인만큼 서비스부터 제품까지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회용 사업을 최소화하고 전기 사용 대신에      

기부를 유도하는 등 사회적인 기업의 콘셉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루프탑 바에 위치한 진 전문 바는 조도와 음향 효과 또한     

최대한 차분하게 연출하고 있으며 직원들 또한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이고 이용객의 개인적인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야기의 내용 측면(Am: 오락성, In: 정보성, St: 스토리텔링)

· 표현의 방법 측면(Cu: 다문화성, Re: 지역성, En: 친환경성)

· 관계의 생성 측면(So: 사회적 윤리성, Co: 참여 유도성, Sy: 호스피탈리티)

· ●: 크게 나타남, ◐: 보통으로 나타남, ○: 잘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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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 호텔 홍대:‘Floating(플로팅)’

개요 위치 서울 중구 퇴계로 137 년도 2016

이미지

호텔 로비 객실

블루 루프 라운지 F&B공간(바) 외부: 루프탑 풀

F&B공간(바) 내부 1 F&B공간(바) 내부 2

내용

힐튼 부산은 도심을 벗어나 온전한 스테이케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휴식에 포커스를 맞춘 호텔이다. 

공간 구조를 광활한 자연으로부터 모티브를 얻어 굳이 멀리 외국을 나가지 않아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바다의 전경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의 자연과

내부의 인테리어가 연결성을 갖도록 군더더기 없이 시원한 조형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유기적인 형태의 루바 장식은 객실의 내부와 로비, 라운지와 바에 디테일로 활용되어 전 공간이 

하나로 통일된 느낌을 주어 웅장함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다. 

최상층부에 위치한  라운지 바 ‘맥퀸스 바’는 오션뷰의 실내 바와 함께 루프탑 테라스를 갖추고 

있어 칵테일과 다이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서정적인 라이브러리를 컨셉으로 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해외 출신의 클래식 바텐더와

클래식 칵테일을 위주로 취급하고 있어 이국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힐튼 부산, 'McQueen's Bar(맥퀸스바)’

[표 4-8] 힐튼 부산, '맥퀸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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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특성 분석내용

특

성

분

석

이
야
기
의

내
용

오
락
성

●

클래식바가 기본 컨셉으로 외국인 바텐더가 

상주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나타남

정
보
성

◐

스테이케이션을 모토로 하는 공간인만큼 

전반적으로 공간에 대한 정보는 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스
토
리
텔
링

○
조형물 또는 인테리어 구성에 있어 사건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특성은 나타나지 않음

표
현
적

방
법

다
문
화
성

●

문화, 예술, 건축 등 다양한 장르가 혼재되어 

해외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
역
성

◐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징을 잘 살려 해외 휴양지 

인 듯 국내인 듯 모호하게 혼성되어 

표현되어지고 있음 

친
환
경

성 ○
특별히 눈에 띄는 친환경적 재료 또는 기술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음

관
계
의

생
성

사
회
적

윤
리
성

○
고객층의 기호 반영 또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이 결합된 서비스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음

참
여
유
도

성 ◐
이야기가 디자인된 공간에 들어가 그 안에 적용된 

요소를 통해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호
스

피
탈

리
티 ◐

일관되고 통일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 대응 가능

소결

도심을 벗어나 온전한 스테이케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휴식에 

포커스를 맞춘 클래식바로 외국인 바텐더의 상주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브라이빗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위해 전반적으로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는 나타내지 않고 있다.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활용하여 마치 해외의 해안가에 온 듯한 착각이 

들도록 다양한 문화 예술 장르가 넘나드는 인테리어로 구성되어 

있다. 일관되고 통일된 서비스로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 이야기의 내용 측면(Am:오락성, In: 정보성, St: 스토리텔링)

· 표현적 방법 측면(Cu: 다문화성, Re: 지역성, En: 친환경성)

· 관계의 생성 측면(So: 사회적 윤리성, Co: 참여 유도성, Sy: 호스피탈리티)

· ●: 크게 나타남, ◐: 보통으로 나타남, ○: 잘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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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 호텔 홍대:‘Floating(플로팅)’

개요 위치 서울 중구 퇴계로 137 년도 2016

이미지

호텔 로비 객실

블루 루프 라운지 F&B공간(바) 외부: 루프탑 풀

F&B공간(바) 내부 1 F&B공간(바) 내부 2

내용

메종글래드 제주는 2015년 8월에 제주 그랜드 호텔인 로컬 호텔에서 대림그룹의 브랜드 호텔인 

글래드가 리뉴얼한 호텔이다. 기능과 브랜드의 철학이 적절히 융합된 합리적인 가격과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호텔로 체인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적 특색을 최대한 응용하여 F&G영역에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 위치하여 휴양지적 성격을 적극 반영하되 글래드라는 브랜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고도 적당한 품격을 유지하고 있다. 호텔의 1층에 숨겨져 있는 

정글북 바이 앨리스는 정글이라는 컨셉으로 풍부한 자연미를 갖춘 제주도와 그 이미지를 함께 한다. 

미디어 아트 월을 구현하여 정글의 자연과 동물 그리고 이야기를 바 내부 벽면에 투사하여 정글 

속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재현하였다. 제공되는 메뉴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제철 재료를 

활용하여 시즌에 맞추어 가변적인 메뉴를 갖추고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7) 메종글래드 제주 'Jungle Book by Alice(정글북 바이 앨리스)'

[표 4-9] 메종글래드 제주 '정글북 바이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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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특성 분석내용

특

성

분

석

이
야
기
의

내
용

오
락
성

●

미디어 아트를 활용하여 공간 내부 벽 전면에 

정글과 관련된 아트워크 및 영상으로 

연출함으로써 가상체험을 하는 듯한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
보
성

○

공간의 존재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스피크이지 

바 특성상 공간에 대한 정보는 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스
토
리
텔
링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기본 컨셉을 가지고 

있는 앨리스라는 스피크이지 바의 세컨드 

브랜드의 바로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기본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시공간을 뛰어넘는 공간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게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현
적

방
법

다
문
화
성

●

문화, 예술, 건축, 미술, 음악 등이 각 장르별로 

혼재되어 있음. 특히 미디어 아트를 활용하여 이 

모든 요소들이 혼성되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
역
성

◐

제주라는 해안도시의 특성을 잘 살려서 내부 

인테리어 구성 또한 정글이라는 자연으로 

설정하였고, 제공되는 음료의 메뉴 구성 또한 

지역 특산품 또는 제철 재료를 이용하여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친
환

경
성 ○

특별히 눈에 띄는 친환경적 재료 또는 기술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음

관
계
의

생
성

사
회적윤

리 ○
고객층의 기호 반영 또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이 결합된 서비스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음

참
여

유
도성 ◐

이야기가 디자인된 공간에 들어가 그 안에 적용된 

요소를 통해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호
스

피
탈

리
티 ◐

일관되고 통일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 대응 가능

소결

과거 홍대 앞 랜드 마크였던 청기와 주유소를 대신한 교류와 만남의 

공간인 '블루 루프 라운지'에서 과거 공간의 의미와 정체성에 대한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 교류와 만남의 공간인 '블루 루프 라운지'는 

과거 홍대 앞 랜드 마크였던 청기와 주유소를 대신한 공간으로 과거 

역사를 전승하려는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젊은 신진 아티스트의 

데뷔 또는 홍보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감성적 내용 측면(Am:유희성, In: 정보성, St: 스토리텔링)

· 공간적 표현 측면(Cu: 문화혼성적, Re: 지역상징성, En: 친환경성)

· 상호작용적 관계 측면(So: 사회적 책임, Co: 소비자 참여, Sy: 서비스)

· ●: 크게 나타남, ◐: 보통으로 나타남, ○: 잘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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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례분석의 종합

앞서 4.2장에서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7개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

다. 각각 정리한 이야기의 내용, 표현의 방법, 관계의 생성 3가지 측면으로 알아

본 라이프스타일 식음공간 표현 특성을 도출한 키워드에 대한 종합분석과 내용

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4-10] 종합 분석표 - 이야기의 내용 측면

No. 호텔명

이야기의 내용 측면(Narrative Content)

오락성

(Amusement)

정보성

(Informativity)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1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Side Note Club'
● ◐ ○

2
레스케이프 호텔

‘Marque d'Amour’
● ● ◐

3
글래드 라이브 강남

‘D-bridge'
● ● ○

4
L7호텔 홍대

‘Floating'
● ● ●

5
호텔 카푸치노

'Gintoneria'
◐ ◐ ○

6
힐튼 부산

'McQueen's Bar'
● ◐ ○

7
메종글래드 제주

'Jungle Book by Alice'
● ○ ●

종합(해당지수/전채자수) 6.5/7 4.5/7 2.5/7

위 종합 분석표에 의하면 이야기의 내용 측면에 따라 각 키워드의 적용 여부

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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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의 측면(Narrative Content)에서 부티크 호텔들은 오락성, 정보성, 스토

리텔링이 대부분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Side

Note Club', 글래드 라이브 강남 ‘D-bridge', 호텔 카푸치노 'Gintoneria', 힐튼 부

산 'McQueen's Bar'에서는 공간 내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통해 사건과 이야기

를 전달하는 특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볼 수 있다. 또 포시즌스 호텔 서울 

‘Charles H'에서는 공간 컨셉 특성상 의도적으로 공간의 컨셉 또는 정보와 상징

을 전달하고 있지 않은 것도 볼 수 있다.

이에 이야기의 내용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오락성이다. 공간의 정보

성 혹은 스토리텔링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라이프스타일 호텔은 기본적으로 이용

객에게 감성적이고 실험적인 조형으로 즐거움과 호기심을 자극하게 하는 특징을 

갖춘 공간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1] 종합 분석표 - 표현의 방법 측면

No. 호텔명

표현의 방법 측면(Expression Method)

다문화성

(Cultural Hybrid)

지역성

(Regional Symbolism)

친환경성

(Environment Friendly)

1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Side Note Club'
● ● ○

2
레스케이프 호텔

‘Marque d'Amour’
● ◐ ○

3
글래드 라이브 강남

‘D-bridge'
● ◐ ○

4
L7호텔 홍대

‘Floating'
● ● ○

5
호텔 카푸치노

'Gintoneria'
◐ ○ ●

6
힐튼 부산

'McQueen's Bar'
● ◐ ○

7
메종글래드 제주

'Jungle Book by Alice'
● ◐ ○

종합 6.5/7 4/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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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종합 분석표에 의하면 표현의 방법 측면에 따라 각 키워드의 적용 여부가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현의 방법 측면(Expression Method)에서 라이프스타일 호텔들은 친환경성 

보다는 다문화성과 지역성이 주로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라이프스타일 호

텔에서도 점차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음을 호텔 카푸치노 

'Gintoneria'의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공간적 표현 측면에서 가장 두

드러진 특성은 다문화성이다.

라이프스타일 호텔은 컨셉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의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공간 내에서 제공되는 공간적 표현요소들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전달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양한 장르나 문화 혹은 시공간적 감각들이 혼재되거나 뒤섞인 양

상으로 표현된다.

[표 4-12] 종합 분석표 - 관계의 생성 측면

No. 호텔명

관계의 생성 측면(Interactive Relationship)

사회적 윤리성

(Cultural Hybrid)

참여 유도성

(Consumer Engagement)

호스피탈리티

(Systematic Service)

1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Side Note Club'
○ ◐ ◐

2
레스케이프 호텔

‘Marque d'Amour’
○ ◐ ○

3
글래드 라이브 강남

‘D-bridge'
○ ● ○

4
L7호텔 홍대

‘Floating'
◐ ○ ○

5
호텔 카푸치노

'Gintoneria'
● ● ○

6
힐튼 부산

'McQueen's Bar'
○ ◐ ◐

7
메종글래드 제주

'Jungle Book by Alice'
○ ◐ ◐

종합 1.5/7 4/7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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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 호텔은 이야기가 디자인된 공간 속에 적용된 요소를 통하여 고

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사례에 해당하는 라이프스타일 호텔 전반적으로 

참여 유도성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L7호텔 홍대 'Floating'와 호텔 카푸치노 

'Gintoneria'에서는 공간 내에서 고객의 기호 반영과 함게 사회적 윤리성이 결합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Side Note

Club', 힐튼 부산 'McQueen's Bar', 메종글래드 제주 'Jungle Book by Alice'에서

는 일관되고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의 요구에 신속 대응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표현특성을 키워드별로 분류하여 사례에서 적용

된 빈도를 종합 분석한 그래프이다.

[그림 4-1] 사례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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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를 보면 이야기의 내용 측면, 표현의 방법 측면, 관계의 생성 측면의 

각각 세 가지 키워드는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사례에서 고르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라이프스타일 호텔은 공간 스토리텔링과의 연관을 가지고 있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공간 표현 특성으로 이야기의 내용 측면에서는 오락성,

표현의 방법 측면에서는 다문화성, 관계의 생성 측면에서는 참여 유도성이 두드

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간 스토리텔링 관점으로 본 라이프스타일 호텔은 고객이 공간 내의 실험적

이고 감성적인 요소를 통해 호기심이 자극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내용을 갖

추며, 공간이 전달하고자 하는 다양한 장르나 가치, 혹은 시공간적 감각들이 혼

재되거나 뒤섞여서 반영되어 있으며, 이야기가 디자인된 공간에 들어가 그 안에 

적용된 요소를 통해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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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는 최근 호텔의 소비적 경향과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개념과 변화 및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표현요소, 공간 스토리텔링 개념 및 전략요소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이야기의 내용, 표현의 방법, 관계의 생성 측면에 의한 

특성을 키워드로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에 기반하여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식

음공간의 공간스토리텔링 표현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의 내용 측면의 경우,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 표현 특성으로 

나타난 오락성이다. 부티크 호텔을 찾는 고객은 탈일상적 또는 실험적이고 감성

을 자극하는 조형적 요소 또는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해 호기심을 해소하고 즐

거움을 영위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호텔의 대표적인 공간인 객실 외의 부대공간

의 다양성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특성은 식음공간

을 통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원스톱 엔터테인먼트’의 컨셉으로 여타의 호텔과 

차별화로 고객의 감성을 자극한 글래드 라이브 강남의 ‘D-bridge(디브릿지)’, 금

주법 시대의 뉴욕의 바를 재현하여 화려하면서도 은밀한 공간이라는 스피크 이

지 컨셉 형식으로 고객으로 하여금 독특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 힐튼 부산

'McQueen's Bar'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둘째, 표현의 방법 측면의 경우,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은 공간적 표현 

요소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는 다문화성이다.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의 기본적 레이아웃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의 

컨셉을 갖추고 있다. 이는 컨셉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을 다양한 장르나 문화 

혹은 시공간적 감각들이 혼재되거나 뒤섞인 양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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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케이프 호텔의 ‘Marque d'Amour(마크 다모르)’의 경우 프랑스 양식의 과거

와 미래의 공존의 특성이 공간에서 혼성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공간 스토리텔링 표현 특성 중 다문화성이 두드러진다

고 할 수 있다.

셋째, 관계의 생성 측면의 경우,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은 이야기가 디자

인된 공간 속 그 안에 적용된 요소를 통해 고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

다는 소비자 참여성이다. 글래드 라이브 서울 'D-bridge'는 공간 내에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빈백 소파, 무빙 테이블 등 고객 스스로 나만의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그 특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호텔 카푸치노 'Gintoneria'

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부에 참여하

도록 유도하는 등 능동적인 체험과 참여를 유도한 점에서 그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공간스토리텔링 관점에서의 소비경향의 변화

와 전략요소를 반영한 라이프스타일 호텔과 식음공간들이 여러 곳에서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간스토리텔링 개념과 유형 및 전략요소, 라이프스타일 호

텔의 등장배경과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 표현요소를 파악하고, 라이프스타

일 호텔 식음공간의 공간 스토리텔링 표현특성이 이야기의 내용, 표현의 방법,

관계의 생성 측면을 통해 도출된 특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의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의 공간 스토리텔링 표현 특성을 통해 

해당 공간을 경험하게 될 이용객이 국내 라이프스타일 호텔 식음공간 및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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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흐름의 이해를 돕고 호텔 및 식음업계 관련 실무자 또는 관계자, 운영자에

게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식음공간 운영 및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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