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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국 뉴포트의 주택들은 20세기를 전후로 하는 시기에 당시 최상류층의 휴양용 저택들로서, 미국의

절충주의 건축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주택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유럽의 건축

적 전통과 영향을 절충주의적 철학에 따라 자신들의 형식으로 완성한 양식상의 전개를 살펴보고자 한

다. 단순히 외국의 건축으로서 보다는 전통적 건축보다 외국의 영향에 의한 근대건축 문화를 이룩한,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적 문제를 상호 비교하여 살펴보는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서론

뉴포트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밴더빌트가

를 비롯한 당시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최고 부유층의

여름 피서용 별장지로서, 호화로운 건물들이 지어졌

던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1945년 설립된 뉴포트

의 보존협회(The Preservation Society Of Newport

County)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물들을 중

심으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전환기의 미국의

별장용 대 저택들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미국의 절

충주의와 이와 관련한 양식상의 전개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19세기에서 20세기의 전환기에 있어서

미국건축의 양식적인 상황은 외래 건축문화를 거의

일방적으로 수용하여온 우리나라의 양식적 문제를

고찰하는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는 바이다.

2. 뉴포트의 맨션

2.1. 뉴포트 개요

뉴포트(Newport)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州) 남동

부에 있는 도시로 인구는 2만 6475명(2000)이다. 내

러갠섯만(灣)에 면한 어퀴드넥섬(Aquidneck Island)

남쪽에 있는 휴양도시이자 통관항이다. 초기 식민지

시대인 1639년에 윌리엄 코딩턴이 이끄는 사람들이

창설하였고 1784년에 시가 되었다. 1787년에 자치체

로 복귀하였으나 1853년에 다시 시가 되었다. 1900

년까지 프로비던스와 함께 로드아일랜드의 주도(州

都)였다. 개항장으로서 외국선의 왕래가 많아 북아

메리카에서 가장 번창한 해항의 하나로 발전하였으

나, 미국독립혁명 당시 영국군에게 점령되어 쇠퇴한

후 피서지로서의 기능이 주가 되었다.

2.2. 사회 문화적 배경

1776년의 독립선언이후, 그리고 1851년에서 1865년

에 걸린 남북전쟁을 거쳐 1890년 프론티어의 소멸

선언이 나오게 되었을 때, 미국은 하나의 그리고 거

대한 국가로서의 모습을 정비했다. 그 사이, 그리고

이후에도, 유럽 문화에 대한 동경과 반발이 미국건

축의 표현에 교차되면서 나타난다.

유럽에서의 근대건축은 산업혁명이후 도시로의 인

구집중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변혁과 기술 혁신, 그

리고 건축가의 의식개조 등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 중에도 유럽의 역사적 문맥에서 나온 폐쇄감과

도시문제는 19세기 중기 이후 유럽의 건축가가 직면

하는 문제였다. 한편, 미국은 새로운 국가로서 거대

한 국토를 지니고 있었다. 더욱이 노동력이 부족했

기 때문에 일찍이 건재(建材)를 중심으로 한 규격화

가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에 있어서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걸친 근대건축의 형성과정은 크게 4가지

의 계보로 나누어질 수 있다.

우선, 시카고에서 오피스를 고층건축으로 실현해

가는 경향이 그것이다. 리차드슨(Henry Hob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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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son, 1838-86)과 번햄(Daniel H. Burnham,

1846-1912)으로부터 시작하여, 루트(John wellborn

Root, 1850-91)와 설리반(Louis Henry Sullivan,

1856-1924)은 근대의 새로운 건축 과제인 오피스와

새로운 건축 기술인 철골 라멘조에 의한 고층건축을

결합시키면서 서서히 근대적 표현을 확보해 갔다.

한편, 이러한 근대화의 경향을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것이 맥킴(Charles Follen Mckim,

1847-1909)/ 미드(Willian R.Mead,1846-1928) & 화

이트(Stanford White 1853-1906)와 같은 고전주의적

양식으로 공공건축에 실현해 가는 계보이다. 그들에

게서 나타난 고전주의적인 양식에 의한 도시건축은

시카고파 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1920년대까지 고전

주의적인 구성의 고층건축이 만들어지게 된다.

더욱이 근대건축에 있어, 특히 미국의 건축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을 중

심으로 한 근대건축의 형성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가유기적 건축을 제창하고 쉰들러(Rudolf M.

Schindler, 1887-1953)와 노이트라(Richard Neutra,

1892-1970)와 같이 유럽에서 이주한 건축가가 서해

안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기후와 문화적인 풍토에 적

응하면서 유럽의 전위건축과 동등한 독립주택을 실

현했다.

2.3. 뉴포트의 저택들

2.3.1 브레이커스

브레이커스는 뉴포드의 최대 여름 별장이며 19세기

에서 20세기로 전환하는 시점의 미국에서 밴더빌트

가문의 사회적 재정적으로 높은 위상의 상징물이다.

19세기에 코넬리우스 밴더빌트는 1849년의 골드러쉬

에 때 맟춰 나카라구아를 거쳐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승객들의 교통과 해안 무역을 통솔하는 광대한 증기

선 항로를 개발한다.

2.3.2 샤토-서-메르

샤토-서-메르는 미국의 성기 빅토리아 시대의 랜드

마크이다. 이 저택은 처음 건설된 1852년 이후 1890

년에 밴더빌트의 저택이 나오기까지 뉴포드에서 가

장 궁전적인 형태의 호화로운 저택이었다.

2.3.3 엘름(Elms)

엘름(Elms)은 필라텔피아와 뉴욕의 에드워드 줄리

어스 버윈드 부부의 여름 별장이었다. 버윈드는 펜

실베니아의 석탄 산업으로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다.

1898년 버윈드는 필라델피아의 건축가 트룸바우어에

게 18세기 중반의 프람스의 대저택(chateau)인 드

아스니에르를 모델로 하는 저택을 디자인하도록 계

약했다. 엘름은 1899년 건설을 시작하여 1901년에

당시 돈 140만불의 비용을 들여 완성했다. 인테리어

와 가구는 프랑스의 알라드 앤 선즈에 의해 디자인

되었는데 버윈스의 수집품인 르네상스 시기의 도자

기들의 설치를 위한 것이었다.

2.3.4 마블 하우스

마블 하우스는 1888년과 1892년 윌리엄 K 밴드빌

트를 위해 지어졌다. 이 저택은 여름 별장으로 디자

인되었는데 19세기 초반의 수수한 별장을 떠올리며

디자인 했다고 소유주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 저택

은 여름 별장 수준이 아니었다. 이 건물은 식민지의

여름 목조 별장에서 전설적인 화려한 석조 궁정 휴

양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사회적이며 또한 건축적

인 랜드마크이다.

코모도어 코넬리우스 밴더빌트의 손자인 벤더빌트

의 부인은 마블하우스를 미국의예술의 신전으로

계획하였다. 이 건물은 리차드 모리스 헌트에 의해

디자인되었고 가구는 파리의 알라드 앤 선즈에 의해

채워졌다. 500,000평방 피트의 대리석이 공사에 소요

되었다.

2.3.5 로즈 클리프

로즈 클리프는 1889년 허만 올리히 부인을 통해 맥

킴, 미드 & 화이트 사무실의 스탠포드 화이트에게

연회를 위한 여름 별장으로 의뢰한다. 이 저택의 대

지의 전 소유주였던 죠지 밴크조프트는 해군 차관이

며 역사가였고 아마츄어 원예가였는데, 그는 붉은

장미아메리칸 뷰티를 개발했다. 이 건물의 외벽

은 돌과 유사한 거의 흰색의 테라코타 타일을 벽돌

과 사용해 마감했다. 무엇보다도 이건물은 40피트

x80피트의 뉴포트에서 가장 큰 무도장(ballroom)이

유명하다.

2.3.6 아이삭 벨 하우스

아이삭 벨 하우스는 미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싱글

스타일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이다. 이 저택은 맥킴,

미드 & 화이트 사무실에의해 1883년에 디자인 되었

다. 소유주인 아이삭 벨은 부유한 면 중개상이었고

투자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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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킹스코트

킹스코트는 미국 건축에서 고딕 리바이벌 양식의

상징물이다. 영국 태생의 건축가 리차드 업존에 의

해 여름 별장으로서 시골길을 면해 디자인되었다.

고딕 리바이벌의 효과론 전체적으로 로맨틱한 분위

기인데 예쁘게 구성된 타워와 창문들, 고딕 아치 그

리고 중세의 마상시합의 텐트에서 영감을 받은 포취

지붕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3. 절충주의

3.1. 절충주의의 개념

“절충주의”라는 용어는 모든 디자인은 어떤 역사적

선례를 선택하고 그것을 가능한 한 얼마나 그럴듯하

게 모방하느냐 하는 문제이어야 한다는 관점을 묘사

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인 것 같다. 이 단어의 사전

적인 정의는 “다양한 원칙과 방법, 그리고 양식들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디자인에 있어서 그것은 역사적인 선례들

로부터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특정한 프로

젝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끌린다고 여겨지는 것을 선

택하는 실행법을 의미하게 되었다.

3.2. 미국의 절충주의 배경

절충주의는 특히 미국에서 번성을 하였는데 아마도

미국에는 무엇을 지어온 과거가 너무도 적었기 때문

일 것이다. 과거로부터 무엇인가를 도입하고 그럼으

로써 함께 문화와 양식, 그리고 지위까지도 가져오

게 되리라는 사상은 미국의 새롭게 부상한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유럽의 귀족들과의 동질성을

제공하는 집착이 되었다. 그것은 미국의 공공 시설

들이 구세계의 대학, 대성당, 그리고 모뉴먼탈한 정

부 건물들과 견줄만한 시각적인 기념물이 되게 하였

다.1) 또한 절충주의적 건축은 방들이 들어가 있는

건물에 어울리는 스타일들로 된 방들을 꾸밀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의 필요성을 만들어냈다. 실내장식이라는 예

술분야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달한

것이었다. 19세기의 많은 미국 건축가들은 프랑스의

보자르 학교(Ecole des Beaux-Arts)로 유학을 떠났

고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자르 양식이라고 불리는

건물들을 디자인하였다. 보자르 양식의 대표적인 예

로서 1861-1875년에 지어진 가르니에(Charles

1) John F. Pile, 실내디자인사

Garnier)의 오페라하우스를 들 수 있는데, 안팎으로

현란하고, 고전적인 느낌을 주는 디테일이 풍부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국에서 디자인된 대부분

의 중요 건물들은 대개 보자르 작업방식을 모방한

것이었다. 한편, 19세기에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인 예술학교인 에콜 드 보자르와는 상대적으

로 기술학교인 에콜 드 폴리테크닉(Ecole des

Polytechnic) 출신의 엔지니어 출신 건축가들이 등장

하여 이전의 장식적인 건축에서 탈피하여 주로 철골

을 사용한 구조적이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건물들을

선보이게 된다. 한편 보자르는 당시에 고전주의를

중시한 건축교육을 수행하였으며, 그 총 본산이었다.

따라서, 세계 각지로부터 보자르로 유학을 왔으며,

미국에서도 유학을 가기도 했다. 더욱이 당시 미국

의 대학이 채용한 교육 시스템은 보자르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미국 근대건축의 형성에도 커다

한 영향을 미쳤다.

3.3. 절충주의 건축가

대표적인 미국의 절충주의 건축가인 리차드 모리스

헌트(Richard Morris Hunt;1827-95)는 1855년까지

에콜 드 보자르에서 수학하였고 파리에서의 숙련된

기술과 명성을 가지고 뉴욕으로 돌아왔다. 그의 전

형적인 절충주의 관점은, 특정한 프로젝트나 특정한

취향을 가진 의뢰인에게 적합한 어떤

스타일로도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헌트는 가장 편협하게 모방적이었을 때 가장 성공적

이었으며 실증주의가 더 이상 준비된 모델들을 제공하

지 못하는 문제들에 부딪쳤을 때에는 덜 성공적이었

다. 현대에도 역사 양식은 또다시 사람들의 사랑을 받

으며 인테리어 디자인에 있어서는 엔티크로 통칭되는

경향이 있다.

3.4 동시대의 양식 아르 누보(Art Nouveau)

아르 누보 운동은 189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불필요한 장식이 부

과된 실내와 가구의 지나친 치장성에 반대하여, 물

체의 아름다움은 자연의 형태, 단순성, 그리고 훌륭

한 수공예에서 나와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이 시기

의 예술가들은 꽃, 잎, 가지, 곡선에 기초한 새로운

양식의 창조를 시도하였다. 아르 누보는 식물의 싸

과 같은 곡선으로 끝나는 구불구불하고 유기적인 선

을 특징으로 하는, 프랑스 로코코(1715-1774)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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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독창적인 양식이었다.2)

미국에서 아르 누보와 관련된 영향은 티파니(Louis

Comfort Tiffany, 1848-1933)3)의 장식 디자인 램프

와 유리제품과 설리반(Louis Sullivan, 1856-1924)의

건축과 실내디자인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

는 큰 건물 디자인에 강철골조 구조와 유리를 사용

한 최초의 현대적 건축가로 간주된다. “그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말을 자신의 철학으로 삼았다. 동

시에 그는 자연에 기반을 둔 장식 표현 수단을 사용

하여 어떤 미국인보다도 아르누보에 더 가까이 다가

갔었다. 설리반은 라이트(Frank Lloyd Wright)를 제

자로 삼아 라이트가 독립하여 오픈하기 전까지 그의

스승이 되어 주었다. 이들의 관계는 모더니즘을 향

한 20세기 운동의 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쳤다.

4. 결론

역사주의 양식이 기능을 발휘하는 세계란 양식과

건축용도, 건축의 성격에 대한 대응이 사회적 제도

로서 성립되어 있는 장소이다. 은행에는 고전주의의

열주, 수변(水邊)의 대지에는 베네티안 고딕과 같은

양식이 결정되며, 동시에 계급과 빈부의 차이에 대

응하여 결정된 마감사양과 장식의 차이의 체계가 의

미를 지니고 있다. 모더니즘은 이렇게 건축과 사회

와의 관계의 망(제도)을 백지로 돌려놓았다. 모더니

즘 건축은 자주 공장과 같다고 악평을 들었다.

그것은 모더니즘이 디자인과 건축물의 용도․양식과

의 관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다. 모더

니즘이 불러일으켰던 변화는 매우 근원적인 전회(轉

回)였다. 변혁이 혁명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변혁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의 수는 적었다. 공장

과 같은건축을 추구했던 사람은 사회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주의는

건축문화의 지속적인 주류였다.

역사 양식은 사회적 가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일단 위약했다.

그리고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진전은 양식의 의미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말하자면, 교양으로서

의 양식으로부터 기호(taste)로서의 양식으로

2) 로즈메리 킬머. W. 오티 킬머. 인테리어 디자인: 기초이론, 교

문사 2000

3) L.C. Tiffany는 유리와 금속을 결합시킨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

였다. 그는 스테인드글래스 창문과 전등갓에 꽃과 나무에 휘

감는 듯한 장식적인 문양과 선명한 색채를 사용하여 예술성

높은 디자인을 선보였다.

서의 변화였다. 즉,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의 대중화

에 의해, 건축에 대한 교양은 저하되었으며, 또한 변

질되었다. 새로운 건물 유형이 속속 나타났고, 양식

은 자주 본래의 문법으로부터 일탈되었다. 그리고

또한 건축을 이용하여 향수를 누린 계층의 확산에

의해, 미묘한 기호(taste)로서 보다는 강한 연출 효

과가 추구되었다.

양식규범의 해체라는 상황 안에서도 역사양식의 사

회적 가치는 유지외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양식의 위기는 다른 곳에서 찾아들고 있었다. 그것

은 예술은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예술가는 개성

적이어야 한다는 근대적 예술관의 확산이었다. 양식

주의 건축도 예술이어야만 한다며, 역사양식이 현재

에도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낼 필요

가 있었다. 역사양식의 틀 내에서, 개인적인 건축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일탈이

며, 그것을 적절한 수법으로 통제하고 표현으로 완

결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그와 관계없이, 많은 건축가들은 역사양식에 의해

건축의 새로운 발견을 획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최후의 전통주의자로 불리웠던 에드

윈 라첸스(1869-1944)는 양식을 고도의 게임으

로 보고, 동서고금의 역사양식을 절충해서 보여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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