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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 T E L  &  H O S T E L

Architect_Steven Steenbruggen  Interior design_Studio Müller van Tol  Special room interior design_

Volkshotel with Gabor Disberg, Hanna Maring, Remco Gonggrijp, Maja Markovic, You Are Here, Jos Blom & 

Jasper Eustace, Thijs van Oostveen, Eva van Halewijn, Rosa Lisa Winkel  Location_Wibautstraat 150, 1091 

GR Amsterdam, The Netherlands  Built area_Cosy / 12m2, Large / 45m2  Completion_2014  Photographer_

Mark Groeneveld  Editorial designer_Shin Minki  Editor_Kim Eunji

Volkshotel is a place for single mums, dandies, artists and night owls. A place where there’s life 

24/7 and creativity flows. In Volkshotel, locals and travelers gather to eat, drink, work, sleep and 

play. This former newspaper building is more than just a place for tourists to sleep. The reasonable 

prices and easy-going vibe make Volkshotel a place for everyone. Most spaces inside this 

refurbishment are the work of Interior designer Bas van Tol of Studio Müller Van Tol, renowned for 

the celebrated interiors of Amsterdam Club 11, Club Trouw, Restaurant As and Unseen photo fair. 

Bas van Tol has created an interior full of magnified newspaper cut outs and original elements of 

steel, wood, concrete and glass. The design is inspired by the physicality of newspaper production 

and the vanishing world of paper, ink and photographs. Examples are the ink raster patterns that 

enliven the elongated counter and enlarged, overblown cut-outs of ‘De Volkskrant’ masthead that 

adorn the ground-floor walls. The designer made use of iconic photographs from the newspaper’s 

archives, showing groups rising up in defense of their ideals on the corridor walls. Made up of 

ordinary people, these counter-movements defined the mood of their eras, just as the images 

define the spaces of the hotel. All interior space serves a purpose, but the space around the 

building allows for reflection. Bas van Tol frames the view out of bedroom windows with coves 

that are deep enough to sit in or work on. Silk screens printed by hand silk-screened directly onto 

the bedroom walls are a final reminder of the tradition of newspaper making that this building 

symbolizes, a tradition revived by Bas van Tol. With nine special rooms - designed by creative 

minds, ranging from interior designers in Broedplaats VKG to Canvas’ very own loo attendant - 

Volkshotel is complete.   Text offer : Volkshotel 

폴크스호텔은 미혼모, 멋쟁이, 예술가 그리고 밤 문화를 즐기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며, 

24시간 열려있는 창의적인 곳이다. 지역민과 여행객은 폴크스호텔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일하고 잠을 자거나 유흥을 즐길 수 있다. 본래 신문사가 사용하던 이곳은 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폴크스호텔이 제공하는 합리적인 가격과 편안한 

분위기는 모든 사람이 이곳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대부분의 내부공간은 암스테르담 

클럽 11, 클럽 트로우, 레스토랑 애즈, 그리고 사진 박람회인 언신 등의 디자인을 진행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스튜디오 뮐러 반 톨의 바스 반 톨이 진행했다. 그는 건물의 기존 건축 

소재인 철, 목재, 콘크리트, 유리를 그대로 활용했고, 신문을 확대해 자른 조각을 마감재로 

적용했다. 이러한 디자인은 종이, 잉크, 사진으로 구성된 신문이 점점 사라져 가는 현재 

사회의 추세에서 영감을 얻어 표현됐다. 길게 이어진 카운터는 잉크 래스터 무늬로 

꾸며졌고, 1층 벽면은 신문 ‘드 폴크스란트’의 1면을 확대하여 잘라낸 조각으로 장식됐다. 

디자이너는 신문사 기록 보관소에서 찾아낸 사진을 사용하여 복도 벽면을 가득 채웠는데, 

이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사회에 항거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특히, 사진에는 

평범한 시민으로 이루어진 사회운동단체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이 마주했던 시대적 

상황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함과 동시에 호텔의 공간이 정의됐다. 전체 내부공간은 기능적 

역할에 중점을 맞춰 조성됐지만, 건물의 주변 공간은 사색의 장소로 완성됐다. 이에 바스 

반 톨은 앉아서 쉬거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이의 단 구조를 침실 창가에 마련하여 

투숙객이 창밖 풍경을 더욱 가까이서 마주하도록 했다. 또한, 수작업으로 제작된 실크 

스크린 방식의 침실 벽면 그래픽은 건물이 상징하는 전통적인 신문 매체에 대한 바스 반 

톨의 생각이 담겼다. 그밖에 브로드플라츠 VKG에서부터 캔버스의 전용 화장실까지 개성 

넘치는 9개의 특별한 방은 많은 창의적인 디자이너가 설계했으며, 이는 폴크스호텔을 

완성한다.   글 제공 : 폴크스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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