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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 Hotel 

오래전 화산이 뜨겁게 끓어오르던 백두산. 지금은 푸른 수목과 

아름답고 고요한 천지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산기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LAN HOTEL & SPA는 백두산의 고유

한 발자취를 되짚어 과거와 현재를 흥미롭게 풀어냈다.

자연의 풍광을 담아내다

LAN HOTEL & SPA
취재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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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 red designㆍMatthew Lemar

Location / Jilin Changbai Mountain, China

Area / 20,840㎡

Photography / SETH POwErS

중국 지린성(Jilin) 백두산 자락에 위치한 LAN HOTEL & SPA는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부티크 호텔이다. 기존 영빈관으로 쓰이던 건

물은 red design의 손을 거쳐 재탄생했는데, 광활한 대자연을 콘

셉트로 삼아 에너제틱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총 2백 28개 객실을 

보유한 10층 규모의 호텔은 활발했던 화산을 떠올리게 하는 용암, 

산비탈에 자리한 울창한 숲, 정상의 푸르고 깊은 호수 등에 아이디

어의 근간을 뒀다. 해발이 높아짐에 따라 다채로운 장관을 보여주

는 산의 모습처럼 LAN HOTEL & SPA는 층마다 제각기 다른 무

드를 뽐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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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빈관으로 쓰이던 건물을 매만진 부티크 호텔 LAN HOTEL & SPA는 

광활한 대자연을 콘셉트로 삼아 에너제틱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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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오크 목재가 적용된 로비는 노출 천장의 블랙 컬러와 합을 이뤄 편안

하고 세련되게 완성했다. 땅 속 암석을 떠올리듯 삼각 면으로 조각낸 대리

석 안내데스크가 돋보이며, 벽면은 레저 활동을 형상화한 아트웍을 채워 

역동적인 이미지를 그려냈다. 로비 한편에 자리한 라운지는 목질 마감재

와 어우러지는 옐로우와 올리브 등 따뜻한 컬러의 가죽 소파를 놓았다. 천

장에 설치한 라운드 형태 조명이 수직 형태로 겹쳐져 조형미를 드러내고 

숙박객은 소파에 편히 둘러앉아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레스토랑은 흐르는 

용암에서 착안한 일렁이는 천장으로 리드미컬한 감각을 일깨운다. 형태가 

조금씩 다른 패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시공했는데, 그레이에서 레드 컬러

로 이어지는 그라데이션을 주어 활기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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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라운지는 목질 마감재와 옐로우와 올리브 등 따뜻한 컬러의 가죽 소파가 어우러진다.

수직 형태로 겹쳐져 조형미를 드러내는 라운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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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용암에서 착안한 레스토랑. 일렁이는 천장이 리드미컬한 감각을 일깨운다.

레스토랑 천장은 패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시공한 후 그레이에서 

레드 컬러로 이어지는 그라데이션을 주어 활기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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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에서부터 시작하는 객실은 푸른 수목을 연상케 하는 그린과 블루 톤을 추가해 차분한 분위기를 지향한다. 객실 앞 복도는 어두운 블랙 컬러 

계통으로 마감하고 거칠게 다듬은 목재 벽면을 월워시 조명으로 비춰 내추럴한 질감과 은은함을 강조했다. 또 각 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바닥

에 조형물을 부착하고 비비드한 컬러를 도장한 점이 눈에 띈다. 객실은 그래픽 아트웍과 패브릭으로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형성했다. 침장, 카펫 

등에 적용된 스트라이프 패턴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자연의 색감을 이어받은 듯한 청량한 컬러로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준다. 이외에도 포인트를 

더하는 상큼한 오렌지 컬러의 소파를 함께 두어 생기를 잃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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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수목을 연상케 하는 그린과 블루 톤으로 조성해 차분한 객실은 

그래픽 아트웍과 패브릭으로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형성한다.

자연의 색감을 이어받은 듯한 컬러가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준다.

창밖 푸른 풍경을 고스란히 담은 아트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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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복도는 각 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바닥에 조형물과 비비드한 컬러를 적용했다.

톤 다운된 컬러로 한층 안정된 분위기를 추구하는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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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의 바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유연한 라인의 가구를 매치했는데, 푸른빛 조명으로 신비로운 느낌을 돋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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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에서 영감을 받은 최상층의 바는 친숙함을 주기 위해 목재를 주된 재료로 사용하고 푸른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색다른 변신을 꾀했다. 기울어

진 천장으로 로프트 구조를 취하며, 편안한 자세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빈백을 배치해 아늑한 휴식을 선사한다. 바 중앙은 화려한 네온사인과 유

연한 라인의 가구가 어우러지는데, 푸른빛 조명이 신비로운 느낌을 돋운다. 면이 여러 각도로 기울어진 바의 천장과 이를 따라 설치한 라인 조명

은 미지의 세계로 이끄는 듯하다.

층별 가지각색의 풍경을 담은 LAN HOTEL & SPA는 머무르는 이에게 따스한 휴식과 에너지를 전할 뿐 아니라, 톡톡 튀는 컬러와 그래픽을 적

재적소에 배치해 정적이면서 역동적인 매력을 펼친다. 마치 산을 오르며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처럼 LAN HOTEL & SPA는 다양한 재미를 선사

하는 특색 있는 호텔로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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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천장의 로프트 구조 아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빈백을 놓았다.

난간을 따라 설치한 철제 조형물에 조명을 비춰 흐르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