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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day Inn Brooklin
Escobar Design by Lemay

디자인 에스코바 디자인 바이 르메이_안드레스 에스코바 위치 미국 뉴욕 브루클린 용도 로비
마감 석영, 크롬, 황동 메탈 그리드 사진 이네사 포토그라피

Design Escobar Design by Lemay_Andres Escobar
Location 300 Schermerhorn, Brooklyn, NY, 11217 Use Lobby
Finish Quartz, Chrome, Brass Metal Grid Photo Inessa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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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데이 인 브루클린
최근에 문을 연 14층의 유리와 벽돌로 된 호텔은 245개의 객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환영단 내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는 독특한 미학이 특징이다.“디자인이 그 지역의
놀라운 변모를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라고 에스코바는 지적한다.“고객이 정문을 통
해 걸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들을 호텔의 화려함뿐만 아니라 편안함으로 기쁘게
해 드리고 싶다.”
로비는 마키야토 석영 바닥에 매달린 자연스런 월넛 벽으로 덮여있으며, 리셉션 구역
은 배경조명의 장식 크롬과 청동 금속 그리드로 강조하여 엘리베이터의 인테리어까지

Eschewing a longstanding brand convention, interior designer Andres Escobar
and his team have created a new design platform for a Holiday Inn in Downtown
Brooklyn at 300 Schermerhorn Street. The recently inaugurated 14-story glass
and brick hotel, featuring 245 rooms, is highlighted by a sophisticated aesthetic
proposing a new experience within the hospitality group. "It was important that
the design reflects the area's exciting transformation," points out Escobar.
"From the moment guests walk through the front doors, we want them to be
delighted by the glamour of the hotel, as well as its comfort."

이어진다. 기타 맞춤설계 요소에는 공간 전체에 걸쳐 빛을 굴절시키는 여러 개의 대형
크리스탈 프리즘 모양의 늘어뜨린 샹들리에가 있다.
또 다른 놀라운 요소는 부드러운 반투명 조명을 연출하기 위해 그늘에 의해 부분적으
로 덮이는 안마당과 함께 로비 밖의 아름다운 조경을 이루는 온실이다. 또한 폭포와
잘 갖춰진 체육관을 바라보는 유리벽의 짙은 하늘색 수영장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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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bby has been clad with natural walnut walls suspended over macchiato
quartz floors. A reception area is highlighted by a backlit decorative chrome and
brass metal grid detail that carries over to the elevators' interiors. Other
custom-design elements include several large crystal prism-shaped pendant
chandeliers that refract light throughout the space.
Another surprising element is a fully landscaped greenhouse off the lobby with
an atrium that is partially covered by shades to create soothing ambient light.
Escobar has also designed a dark azure pool with a waterfall and glass wall
overlooking a fully-equipped g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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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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