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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헬름 볼러트의 주택 작품에 나타난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프로그램 구성, 공간구축, 다차원적 경험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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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김종진 Kim, Jong-Jin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부교수

Abstract Vilhelm Wohlert is the Danish architect who designed 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 near Copenhagen.

Because of Louisiana Museum's popularity, Vilhelm Wohlert's name was started to be aware since 1990s.

Although he is a well-known architect in Denmark, unfortunately his name is unknown in other countries. He

designed various design projects from small scale furniture design to large scale museum and public projects.

There are three programmatic categories in his architecture: exhibition programs including Louisiana Museum,

residential program including private houses, and public programs including churches and schools. This thesis

focuses on his residential design projects. Even though he designed a multi-family houses, Wohlert's house

design consists of mainly one-off large private houses located in a nice natural environment. In chapter 3, the

general history of his house projects was studied. Among them, the first exhibition house for Forum was

explained more deeply to show Wohlert's early house design philosophy. In chapter 4, three built house projects

were analyzed in detail. Analytical diagrams were used to show the key elements in the residential space. They

are program composition, circulation, spatialization elements, final construction. His buildings have been compared

with Alvar Aalto, Frank Lloyd Wright, and other Scandinavian architects. But there are some major differences that

make Wohlert's design unique. In chapter 5, the case analysis results were summarized together to highlight the

specific design characteristics found in Wohlert's residential design process. The universal spatial quality found in

his residential projects can be applied in contemporary spatial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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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덴마크 건축가 빌헬름 볼러트(Vilhelm Wohlert)는 북

유럽의 대표적 미술관 중의 하나인 루이지아나 현대 미

술관(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 이하 ‘루이지아

나 미술관’)을 설계한 건축가이다. 2007년, 86세로 타계한

볼러트는 덴마크 자국 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건축가이다.

50년이 넘는 긴 실무기간 동안 볼러트는 가구, 실내,

건축, 정원 등 많은 수의 작품을 남겼다. 그의 건축 작품

은 루이지아나 미술관으로 대표되는 전시 공간, 개인 전

원주택들이 대부분인 주거 공간, 그리고 교회와 학교를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건국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포함한 공공 공간으로 나누어진다. 본 논문은 이 중에서

특히 주거 공간만을 대상으로 한다.

볼러트가 설계한 대부분의 주택 작품들은 비슷한 대지

조건과 공간적 특성을 가진다. 긴 실무 기간 동안 몇 차

례의 변화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볼러트는 초기작

에서부터 후기작까지 일관된 설계철학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볼러트의 주택작품에 나타난 일관된 공간적

특성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볼러트의 건축에는 스칸

디나비안 디자인과 미국 서부의 건축경향이 함께 녹아들

어 있지만 이면에는 자신만의 고유한 디자인 어휘가 숨

어 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의 주택 설계과정에서 명

확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주택 디자인 프로세스를 살

핌으로서 궁극적으로 볼러트가 추구한 신체와 공간의 관

계 특성을 밝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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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볼러트의 의자디자인,

1958

<그림 1> 빌헬름 볼러트,

1920-2007 

<그림 3> 볼러트의 조명디자인,

Satellit Lampe, 1959

<그림 4> 루이지아나 현대

미술관의 테라스 전경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빌헬름 볼러트의 건축에 관한 자료는 현저히 부족하

다. 루이지아나 미술관은 9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알려

지면서 다양한 형식으로 소개하는 저술들이 발간되었지

만 주택 작품의 경우에는 전무하다. 덴마크 내의 산발적

인 정기간행물과 자료들을 제외하면 영어권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는 존 파디(John Pardey)가 저술한 ⌜루이
지아나와 그 이후: 빌헬름 볼러트의 작품(Louisiana and

Beyond: The Work of Vilhelm Wohlert)⌟1)이 유일하

다. 본 연구는 이 저술의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주

택의 공간적 특성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한다. 특히 입

체 다이어그램을 통해 설계과정에 나타난 단계별 논리를

면밀히 다룬다.

2장에서는 그의 생애와 건축철학을 고찰하고, 3장에서

는 주택 작품의 전체적인 경향과 흐름을 살펴본다. 4장

의 사례분석에는 완공된 주택작품 3개를 집중적으로 분

석한다. 사례선정의 근거는 4장 1절에 언급되었다.

사례의 분석 방법은 각 주택 작품의 설계 및 구축과정

에 나타난 디자인 프로세스를 살핀 후 최종적인 공간의

경험에 나타난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볼러트가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주거 내부의 프로그램들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였는가 하는 점과 그러한 구성을 바탕으로

실제의 3차원 공간을 구축하는 기법이 대상이다. 궁극적

으로 이 두 요소는 볼러트 주거 공간에서 다양한 차원의

공간경험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5장과 6장에서는 사례

에 나타난 특성들을 종합 분석하여 볼러트 주택 디자인

이 가지는 보편적 가치를 이끌어 낸다.

2. 빌헬름 볼러트의 건축철학

2.1. 빌헬름 볼러트의 생애

빌헬름 볼러트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1920년에 태

어났다. 볼러트는 덴마크 왕립미술학교(Royal Danish

Academy of Fine Arts)에서

건축을 배웠다. 특히 그는 카

레 클린트(Kaare Klint)2)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볼

러트는 몇 년간의 실습기간

후에 자신의 디자인사무소를

개설했다. 이후 여러 사람과

1) Pardey, John, Louisiana and Beyond: The Work of Vilhelm

Wohlert, 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 2007

2) 카레 클린트는 덴마크 근대 가구디자인에서 핵심적인 인물이다. 건

축가이자 동시에 가구디자이너였던 그는 그룬트비 교회(Grundtvig's

Church)를 설계한 페더 빌헬름 엔센-클린트(Peder Vilhelm Jensen

-Klint)의 아들이다. 볼러트는 카레 클린트에게 직접적으로 건축과

가구디자인을 배웠고, 이루 클린트의 사무실에서 실습도 하였다.

협업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독립성은 계속 유지했다.

초기의 작업들은 주로 의자, 테이블을 비롯한 가구와 실

내 등 작은 스케일의 디자인에 집중되었다. <그림 3>의

‘Satellit Lampe’는 현재까지도 제작, 유통되고 있다. 스칸

디나비안 디자인(Scandinavian Design)이 가진 휴먼스케

일 지향성과 덴마크 왕립미

술학교의 통합적인 공간디자

인 교육시스템은 볼러트의

다양한 작업스케일의 배경이

된다.3) 1958년, 볼러트는 건

축설계 파트너인 요르겐 보

(Jørgen Bo)와 함께 역사적

인 루이지아나 미술관 프로

젝트를 시작하게 된다. 이후 33년 동안 지속된 루이지아

나 미술관의 설계는 볼러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

로젝트가 된다.4)

볼러트의 건축 프로젝트는

주로 세 가지의 프로그램 유

형으로 나누어진다. 전시 프

로그램, 공공 프로그램, 그리

고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거주 프로그램이다. 볼러트가

설계한 대부분의 주택들은

넓은 전원에 위치한 독립주

택으로 도심 내의 고밀도 집합주택과는 다른 조건을 가

진다.

2.2. 건축철학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의 주요 특성은 자연 친화적인 재

료와 구법의 사용, 그리고 생활에 밀착된 합리적 기능성

이다. 그리고 옛것과 새것에 흐르는 일관성을 포착하여

일시적인 유행과 경향을 초월하는 시간적 지속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다.5) 이러한

북유럽 디자인의 특성은

볼러트 건축철학의 전체적

인 배경이 된다. 시드니 오

페라하우스를 설계한 건축

가 요른 웃존(Jørn Utzon)

은 빌헬름 볼러트가 덴마

3)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은 형식보다 ‘삶(living)을 위한 디자인’의 가치

를 우선으로 둔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 실내, 건축이 통합된 교육

방식을 추구한다. Beer Eileene Harrison, Scandinavian Design:

Objects of a Life Style, The American-Scandinavian Foundation,

1975, pp.3-5

4) 루이지아나 미술관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루이지아나 현대미술관에 나타난 공간경험 및 설계특성에 관한 연

구’(김종진,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1년 12월호)

5) Beer, Eileene Harrison, 앞의 책,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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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근대 건축가들 중에서 스칸디나비안 모던의 핵심과

보편적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한 건축가라고 칭송했다. 볼

러트의 건축은 북유럽 디자인을 바탕으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알바 알토(Alvar Aalto),

그리고 일본의 전통 목조 건축의 특성까지 미묘하게 결

합되어 있다. 이것은 그가 유럽과 미국(서부)에서 교육받

고 실무를 쌓은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볼러트는

다양한 영향들을 충분히 자신의 언어로 소화해서 디자인

에 적용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6)

다양한 건축흐름의 결집을 바탕으로 볼러트는 자신의

건축철학을 정교하게 다듬어 간다. 그 과정에는 ‘배경으

로서의 건축 역할’과 ‘공간의 실제적 경험’이 중심에 자

리 잡고 있다. 건축학자 악셀 멘지스(Axel Menges)는

⌜요르겐 보, 빌헬름 볼러트, 루이지아나 미술관⌟이라는 책
에서 볼러트가 ⌜건축의 경험(Experiencing Architecture)⌟
의 저자인 스틴 에일러 라스무센(Steen Eiler Rasmussen)

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7) 라스무센은

볼러트의 스승이자 동시에 왕립미술학교 건축과의 동료

교수이기도 했다. 라스무센 건축철학의 핵심은 ‘자연 속

에 인간을 위한 하나의 장소를 구축하는 것’, ‘건축 자체

가 오브제가 되기보다는 삶의 배경이 되는 것’, ‘건축 공

간은 반드시 실제 오감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볼러트는 이러한 라스무센의 철학을 자신만의 디자인 어

휘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루이지아나 미술관을 비롯한

대다수의 볼러트 작품은 라스무센의 철학을 크게 벗어나

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은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최

종공간에서의 신체적 경험과 그 디자인 과정의 방법론과

연결된다.8)

3. 빌헬름 볼러트의 주택 설계 흐름

3.1. 주택 설계 작품 개괄

볼러트는 1958년 루이지아나 미술관을 설계할 당시부

6) 이에 대하여 윌리엄 커티스는 ⌜1900년 이후의 근대건축(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에서 루이지아나 미술관의 예를 들면서

볼러트는 (다양한 영향들을) ‘공간적 다양성을 실험하는 자신만의

기준들’로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Curtis, William,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Phaidon, 1996, p.465. 볼러트가 가지는

북유럽디자인, 미국 서부, 일본 전통건축의 복합적 특징은 ‘루이지

아나 현대미술관에 나타난 공간경험 및 설계특성에 관한 연구’(김

종진,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1년 12월호)의 2장 3절에 정리되어

있다.

7) Menges, Axel. Jørgen Bo, Vilhelm Wohlert Louisiana Museum,

Humlebæk. Wasmuth, 1993, pp.10-11

8) 본 논문에서 사용된 사례의 분석방법은 공간의 경험과 그 경험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용된 디자인 방법,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라스무센이 말하는 신체의 경험 특성 중에서 주로 몸

의 움직임과, 시야의 개방감, 공간의 연속과 분리에 집중한다.(B)

디자인의 방법은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공간구축화 과정을 다룬

다.(A) 사례분석의 틀은 사례의 개요를 설명한 다음, A-B의 순서

로 이루어진다.

터 주택들을 설계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주택 작품은

1960대에 분포해 있다. 대표적인 이유는 루이지아나 미

술관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1970년대부터 볼러트는

교회, 학교, 뮤지움 등 보다 큰 규모의 공공 프로젝트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작품명 전체 이미지 평면도 주요 개념

Huset I

haven, Forum,

1959

전시회 모델 주택

으로 이후 주택설

계의 기본적 요소

제시.

Palsby House,

Vedbaek, 1960

부드러운 구릉지에

세워진 전원주택으

로 단순한 구성.

Bogh

Andersen

House,

Vedbaek, 1960

전시회 모델주택의

부분을 재사용한

리사이클 개념.

Overgarrd

House,

Vedbaek, 1961

계획안으로 가파른

경사에 설계되고

지붕형태를 실험.

Hoffman-Bang

House,

Charlottenlund,

1961

계획안으로 단순한

구성이지만 형태적

실험.

Villa

Malmmose,

Ishoj, 1962

수평 대지에 가장

기본적인 데스틸

요소를 보이는 주

택.

Jerkers

House,

Bjarred, 1967

스웨덴에 지어진

집으로 이전의 주

택과 다른 구성과

재료적용.

Mdivani

House,

Sussex, 1997

영국의 공주를 위

한 숲 속의 파빌리

온과 같은 주택.

Villa

Christiansen,

Bornholm,

1983

직교구성이 아닌

사선 구성으로 대

지의 장소성과 시

야에 대응.

Piniehhoj,

Rungsted,

1962

유일한 집합주택으

로 개인주택과 같

은 집합주택임.

<표 1> 빌헬름 볼러트의 주택 설계 작품 리스트

<표 1>은 1959년에 있었던 전시장에 계획된 견본 주

택부터 1997년의 주택까지 총 열 개의 작품을 정리한 것

이다.9)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의 작품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환경적, 공간적 특성을 보인다. 본격적인 사례분

9) <표 1>은 볼러트의 주택 작품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표 1>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1959년의 Fisker House(계획안), 1964년의

Norrkoping Exhibition House 밖에 없다. 참고로 공공 주거공간은

1970년의 Borrebakken Municipal Nursing Home and Housing과

1972년의 Hoffmanns Minde Old People's Home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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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uset I Haven 견본주택의 입면 스케치 

<그림 8> 사례 주택의

위치 

<그림 6> Huset I Haven 견본주택의

평면 프로그램 분석 

<그림 7> 일반적인 덴마크 Ranch 주택의 유형 

석 이전에 볼러트 주택 작품의 가장 초기 프로젝트이면

서 이후 거의 모든 주거설계의 기본적인 요소를 잘 보여

주는 전시회 견본 주택 ‘Huset I haven’를 살펴본다.

3.2. Huset I Haven 견본주택의 설계 개념

볼러트는

1959년 덴

마크 건축

협회로부터

코 펜 하 겐

인근에 개

최될 대규모 전시회인 ‘포룸(Forum)’에 전시할 견본주택

설계를 의뢰받았다. 루이지아나 미술관의 첫 부분이 완

공된 직후인 1959년. 이 프로젝트는 볼러트에게 새로운

프로그램, 즉 주거 공간에 대하여 숙고할 기회를 안겨

주었다. 그가 명명한 집의 이름 ‘Huset I Haven’은 ‘집과

정원(House and Garden)’을 뜻한다.

<그림 6>의 평면도를

보면 몇 개의 주거 프로

그램이 수평적으로 나열

된 것을 알 수 있다. ㄱ

자로 형성된 중앙의 주

동선 양쪽으로 침실이

모여 있는 매스(B), 거

실, 벽난로, 식당이 있는

매스(L), 부엌과 설비시

설이 있는 매스(S)로 나

누어져 있다. 다시 말하

면 사적 공간, 공적 공간, 설비 공간이 각각의 매스로 구

축된 것이다. 프로그램 별 매스는 이후 살펴볼 사례 분

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평면도 상으로는 주거의 형

태가 3개의 매스로 단순하게 분절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

제의 공간은 부드럽게 투과되는 모습이다. 매스보다는

매스를 감싸는 수평, 수직의 판들이 강조된다. 입체구성

의 판들 사이로 내부와 외부의 공간은 상호침투하면서

부드럽게 연속된다. 이 점 역시 볼러트의 주거에서 일관

적으로 적용된 개념이다.

3.3. 볼러트의 주거 실험이 가지는 의의

견본주택의 등장은 당시의 덴마크 주거문화에 큰 반향

을 일으켰다. 1950년대의 일반적인 덴마크의 주거는 이

전의 전통적 주거와 비교하여 공간적으로 큰 차이가 없

었다. 가장 큰 구별은 과거의 주택들이 벽돌이나 목구조

에 의해 지어지는 전통적인 구법을 많이 사용한 반면 전

후의 주택들은 대량생산되는 재료를 바탕으로 보다 경량

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구조와 시공의 변화를 가

져왔지만 근본

적인 공간 변

화를 유도하지

는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볼러트의 견본

주택이 보여주

었던 공간의

연속성, 신체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공간의 전

개방식은 전통적인 덴마크 전원주택과 큰 차이가 있었

다. 견본주택은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비용으로 충분히 건설 가능하게 계획되었다는 점도 부각

된다. 즉 새로운 공간의 개념을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서

실현시키고자 한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는 볼러트의 건축작업이 가지는

보편적 디자인 어휘의 획득이다. 루이지아나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설계 방법은 볼러트의 주거 작품에

서 동일하게 발견된다.(물론 이 속에는 주거와 전시라는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다루는 차별성 존재한다.) 60년대

의 주거 작품은 이후의 볼러트의 건축 작품, 특히 대규

모의 공적 공간 프로젝트를 구현하는데 있어서도 큰 개

념적 바탕이 되었다.

4. 주택 사례 분석

4.1. 사례의 선정

<표 1>에서 세 개의 작품은 계

획안이다. 견본주택과 계획안, 그

리고 건축주와 대지조건이 특수했

던 저커스 주택을 제외하면 다 작

품이 남는다. 이 중에서 볼러트의

건축개념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세 개의 주택을 사례로 선정하였

다.10) 작품들은 폴스비 주택

(Palsby House), 빌라 말모스(Villa Malmmose), 피네호

즈 집합주택(Piniehhoj Housing)이다. 사례의 위치는

<그림 8>과 같다. 분석은 견본주택에 나타난 두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주거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

성되었는가. 둘째, 어떻게 3차원적 형태와 공간이 형성되

었는가.

10) 견본주택과 계획안을 제외한 다섯 주택 작품 중에서 다시 세 개의

작품이 사례로 추출된 이유는 1960년의 Bogh Andersen House의

경우, 전시회 출품 주택의 일부를 재활용하였기 때문에 볼러트의

설계 의도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1983년의 Villa Christiansen

의 경우에는 다른 주택들과 20년의 시간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제

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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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폴스비 주택의 평면

프로그램 분석

<그림 14> 빌라 말모스의

평면 프로그램 분석

<그림 11> 폴스비 주택의 건축공간화 과정

<그림 12> 폴스비 주택에 나타난

신체의 다차원적 공간 경험

<그림 9> 폴스비 주택의 외관과 내부  

<그림 13> 빌라 말모스의 외관과 내부 

4.2. 사례 분석

(1) 폴스비 주택(Palsby House, Vedbaek, 1960)

폴스비 주택은 코펜하겐 인근의 작은 도시 베드벡

(Vedbaek)에 위치해 있다. 건축주인 올레 폴스비(Ole

Palsby)는 볼러트와 긴밀한 건축사업 관계를 맺었다. 당

시 증권 중개인이었던 폴스비는 볼러트, 보와 개발회사

를 만든 다음 이 주택과 이후의 피네호즈 집합주택을 건

설했다.11)

폴스비 주택은 부드럽게

흘러 내려가는 구릉지에 지

어졌다. 대지의 상부에서 진

입하면 주거 내부로 들어가

대지의 아래쪽으로 열리게

된다. <그림 10>의 평면도

를 보면 세 개의 프로그램

매스들이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Huset I

Haven 견본주택에 적용된

사적프로그램(B), 공적프로그램(L), 서비스프로그램(S)이

각 매스로 독립되었다.

각각의 프로그

램 매스들이 구체

적인 건축공간으로

구축되는 과정은

<그림 11>의 다이

어그램과 같다.

PV 1은 프로그램

매스의 연결방식이다. 지형을 따라 남측의 공적매스와

배면의 사적매스가 높이를 달리하였다. PV 2는 매스의

배치 이후 공간화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하얀색의 두꺼

운 벽돌 벽은 구릉지 상부의 외부와 하부의 주거를 분리

시킨다. 그리고 두 개의 큰 지붕은 매스경계보다 돌출되

었고, 백색의 수직 벽과 대비되는 어두운 색으로 수평성

을 강조한다. 하얀 수직성, 검은 수평성이 입체적으로 구

성되었다. 수직과 수평의 판들 사이로 외부와 내부의 공

간은 자연스럽게 연속적으로 흐른다.12) 나머지 면들은

11) 증권 중개인에서 디자이너로 변신한 올레 폴스비는 주방기구 디자

인으로 몇 개의 중요한 디자인상도 수상하였다. 이후 피네호즈 집

합주택 설계 때에는 디자인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12) 이것은 명확하게 1920년대의 데 스틸 건축개념과 유사하다. 반 도

투명 유리로 마감되고 속에 얇은 내부 벽들이 세워졌다.

프로그램 구성과 입체

판 구조를 통한 최종적인

공간의 경험은 <그림 12>

의 다이어그램과 같다. 배

면에서 들어 온 동선은 현

관과 복도에서 급격하게

시야가 좁아진다(1). 이후

사적매스와 공적매스로 진

입하게 되면 전혀 다른 몸

의 방향성과 시야를 가지

게 된다. 침실에서는 각각의 구획벽이 시야의 직선적 방

향성을 가지게 하지만 거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열려진 개

방감을 준다. 또한 거실은 지형에 대응하여 반 층 아래

에 위치함으로써 경험자의 신체는 더욱 땅과 연계된 몸

과 환경의 관계를 가진다(2).

(2) 빌라 말모스(Villa Malmmose, Ishoj, 1962)

빌라 말모스는 1962년, 코펜하겐 인근의 이쇼즈(Ishoj)

에 지어졌다. 넓은 수평의 대지에 지어진 빌라 말모스는

볼러트의 주택 작품들 중에서 가장 순수한 기하학적 구

성을 보여준다. 존 파디는 이 주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말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영향이 보이는 초

기 주택과 달리, 이 집은 게리트

리트벨트(Gerrit Rietveld)와 아돌

프 루스(Adolf Loos)에 의해 개발

된 연속적인 수평수직 판의 구성

이 있는 데 스틸(De Stijl)을 연상

시킨다.”13)

구릉지에 세워진 폴스비 주택과

달리 평지의 빌라 말모스는 모든

건축 요소들이 수평 대지 위에 배

치되었다. <그림 14>의 평면도를

에스부르그(Van Doesburg)의 다음과 같은 말은 볼러트의 주택 공

간 특성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 “새로운 건축은 반-큐빅

(anti-cubic)이다. 그것은 떠 있는 판들, 발코니 형태들에 의하여

기능적인 공간 단위의 결합을 만드는 것이다. ... 이러한 방식으로

건축은 자연의 중력에 대항하는 부유하는 상태(floating aspect)를

구현하게 된다.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Thames and Hudson, 1992, p.145

13) Pardey, John, 앞의 책,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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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주택 유닛 A

<그림 18> 피네호즈 집합주택의 전체 배치도 

<그림 15> 빌라 말모스의 건축공간화 과정

<그림 16> 빌라 말모스에 나타난 신체의

다차원적 공간 경험

<그림 17> 피네호즈 집합주택의 외관과 내부

<그림 20> 피네호즈 집합주택의 건축공간화 과정 

보면 전체적으로 ㄱ자 형상의 공간을 만들고 모서리 부

분에서 진입하면, 진입방향으로 좌측에 사적프로그램(B)

우측으로 공적프로그램(L) 및 서비스프로그램(S)이 위치

한다. 서비스 프로그램은 공적프로그램에 속해 있다.

각 매스들의 구성방식을 보면 <그림 15>의 다이어그

램과 같다. 폴스비 주택의 경우에는 구릉지의 상하부로

나누어 직선으로 매스가 배열된 반면, 빌라 말모스는 두

개의 매스를 중첩시키고 있다.(MI 1) 이유는 대지의 조

건에서도 유래하지만 배면의 매스를 2층으로 만들어 시

야의 확보와 함께 입체적인 형태와 공간의 구성을 만드

는 장점이 있다. 두 개의 매스는 하얀 벽돌 벽으로 대지

의 외부와 내부를 나누고, 수평 지붕 판에 의해 공간적

깊이감을 유발시킨다.(MI 2)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

이 매스는 사라지고 순수한 수직수평 판의 조합만 강조

된다. 이는 외부의 형태뿐만 아니라 내부의 공간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된다.

빌라 말모스에

나타난 신체의 경

험을 살펴보면

<그림 16>과 같

다. 외부에서 진입

하는 동선은 매우

좁은 입구축의 전

이공간을 지난다.

볼러트 특유의 ‘열

림-닫힘-열림 ’의

공간적 전이를 보

이는 장소이다(1). 전이공간을 지난 동선은 좌측으로 90

도 꺾어지면서 침실 벽체들에 의한 직선적 시야를 가지

게 된다. 반면 거실의 경우에는 1층에서 부분적으로 열

리지만 주요시야는 이층으로 올라야 한다. 진입축과 동

일한 계단을 오르면 좌측으로 시야가 전면 개방된다. 폴

스비 주택이 반 층 아래로 내려갔다면 빌라 말모스는 한

층 올라가야 하는 점이 다르다. 여기서 볼러트는 사적매

스와 공적매스의 단면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개방감을

유도함을 알 수 있다(2).

(3) 피네호즈 집합주택(Piniehhoj, Rungsted, 1962)

피네호즈 집합주택은 볼러트의 주택 설계 경력에서 보

기 드문 집합주택이다. 올레 폴스비, 요르겐 보와 함께

만든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기획되고 건설된 집합주택이

다. 코펜하겐

의 북쪽으로

약 20킬로미

터 떨어진 렁

스 테 드

(Rungsted)에

위치한다. 총

7개의 주택은

넓은 대지에

퍼져서 배치되었다. 볼러트는 집합주택을 위해 전혀 새

로운 개념을 시도하기보다 개인 주택들이 모여 있는 구

성방법을 제안한다. 배치도의 방향상 좌측이 남측, 우측

이 북측이다. 가운데 진입로를 중심으로 남측에 3개의

주거 유닛이, 북측에 4개의 유닛이 배치되었다. 남측의

유닛들은 진입로 상에서 벽 때문에 비교적 닫힌 형태로

보인다. 하지만 주거 내부로 들어서면 시야가 열리면서

정원의 풍경을 공유하게 된다.

단위 주거<그림 18의

Unit A> 내부의 평면을

살펴보면 <그림 19>와

같다. 사적프로그램(B),

공적프로그램(L), 서비스

프로그램(S)은 매스화 되

어 구성되었다. 세 개의

매스가 모이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주거내로의 진입복도

를 형성한다.

공간구축의

과정을 살펴

보면, 세 개의

매스들이 수

평적으로 배

치되었고 (PR

1), 수평의 지붕과 수직의 벽들이 선형성을 강조하면서

돌출되었다.(PR 2) 피네호즈 프로젝트는 집합주택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개폐가 미묘하게 다루어졌다. 크게

는 주거단지 외부로부터 사유영역을 차단하였다. 그리고

주택 유닛 사이의 시야는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거실의

내부로 들어오면 서로 보이지 않게 배려하는 방식을 적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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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그래햄 필립스, 스카이우드 하우스

<그림 21> 피네호즈 집합주택에 나타난 신체의

다차원적 공간 경험

주택 유닛 내

부에 나타난 신

체의 공간적 경

험을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

다. 좌측에서 진

입하는 동선의

축은 서비스 매

스와 벽으로 이

루어진 좁은 전이공간을 지나게 된다. 그 과정은 경험자

로 하여금 외부와 다른 사적 영역으로 진입함을 강조한

다(1). 진입축을 그대로 진행하면 거실 내부로 들어서게

되고 시야가 정면과 우측으로 90도 개방한다. 반면 침실

매스의 경우에는 신체의 방향이 180도 돌려져 좁은 복도

공간을 지난다. 어둡고 좁은 복도에서 각각의 침실로 들

어서면 정면 축으로만 시야가 개방하게 된다. 앞의 두

사례와 다르게 피네호즈 주택에서는 사적, 공적 매스 간

의 단면적 차이는 없다. 대신 급격하게 돌아가는 침실

쪽으로의 동선에 의해 시야의 닫히고 열리는 과정이 보

다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2).

5. 볼러트의 주택 작품에 나타난 설계방법

및 다차원적 경험 특성

작품명 평면 프로그램 건축공간화

Palsby House,

Vedbaek, 1960

Villa

Malmmose,

Ishoj, 1962

Piniehhoj,

Rungsted, 1962

사례들은 1960

-1962년 사이에

설계되고 완공

되었다.

주거공간은 전체적으로 사적,

공적, 서비스 프로그램 매스

로 분절된 후 다시 재구성되

었다. 매스 사이의 좁은 입구

를 통해 진입한다.

건축공간으로 디자인이 진행

되면서 매스가 가지는 볼륨

보다 수직, 수평 판들의 입체

구성이 강조된다. 판들 사이

로 공간은 흐른다.

<표 2> 사례 주거의 평면 프로그램 분석 및 건축공간화 과정

5.1. 프로그램별 매스화

볼러트 주택 설계의 가장 큰 특징은 주거의 프로그램

을 사적, 공적, 서비스 프로그램 세 가지로 묶는 것이다.

침실과 부속 욕실이 포함된 사적 프로그램, 거실과 식당

이 포함된 공적 프로그램, 주방과 기타 설비시설이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이는 모든 주택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주거 설계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성격별로 묶는 것은 현

대건축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99년, 영국 덴험

(Denham)에 지어진 그래햄 필립스(Graham Philips) 설

계의 스카이우드 주택(Skywood House)14)은 프로그램

구성 측면에서 볼러트와 유사하다. 거실공간과 침실공간,

즉 공적 프로그램과 사적 프로그램을 전혀 다른 방향으

로 분리한다. 볼러트의 경우보다 더 극적으로 양분된 것

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별 구성은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주거 공간을 ‘사적’, ‘공적’ 프

로그램으로 획일적으로 나누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볼

러트의 주택 설계가 거의 대부분 비슷한 구성을 가지는

이유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볼러트는 이러한 프

로그램별 구성의 한계를 공간 구축의 과정에서 해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5.2. 수직, 수평 판에 의한 기하학적 입체 구성

볼러트의 주택이 프로그램별 매스가 그대로 구축되었

다면 특별한 특성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한 매스구성

은 지극히 일반적인 구축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의 디자인을 고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수직, 수평 판

의 ‘열린 입체구성’이다. 판들은 형태적으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공간의 내부와 외부의 분리, 상호관입 등의

복합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별 구성법이 자칫하면 닫힌 매스

들의 나열로 끝날 수 있는데, 볼러트는 설계과정에서 프

로그램의 매스를 개념적인 선에서만 사용한다. 그리고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수직과 수평의 판들을 입체

적으로 열리게 구성함으로서 최대한의 공간적 연속과 개

방감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14) 영국의 건축가 그래햄 필립스는 1999년 스카이우드 하우스를 지을

당시에 노먼 포스터 건축사무소(Foster and Partners)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었다. 스카이우드 하우스는 미스 반 데어 로에의 형식적

인 측면을 많이 따르고 있지만 프로그램 구성 면에서는 다르다.

거실공간과 침실공간을 극적으로 대비시키면서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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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다이어그램

Palsby

House,

Vedbaek,

1960

Villa

Malmmose,

Ishoj, 1962

Piniehhoj,

Rungsted,

1962

<표 3> 사례 주거에 나타난 신체의 다

차원적 경험

앞의 사례들에서 살펴보았듯이 두꺼운 하얀색 벽돌 벽

은 주거를 외부의 환경에서 분리하는 역할을 가진다. 그

리고 그 위에 얹어진 수평의 판들은 다시 하늘과 주거

내부를 분리하면서 전체적인 인상을 만든다. 두 개의 큰

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사실상 자유롭게 흐르는

공간이 된다. 즉 입체적인 판구성은 사이사이로 연속되

는 공간감을 만든다.

5.3. 공간적 전이를 통한 신체의 다차원적 경험

볼러트 주택 작품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

징은 최종적인 공간에

서 체험되는 다차원적

경험(Multidimensional

Experience)이다. 이는

프로그램 매스화와 수

직, 수평 판에 의한 입

체적 공간구축을 바탕

으로 이루어진다. 일견

단순하고 합리적인 기

하학 구성을 사용하지

만 실제 공간 경험의

경우, 다양한 판 조합

과 열리고 닫힌 공간

적 전이를 통해 다양

한 차원의 공간 전개

가 유발되는 것이다.

사례에서 분석된 공

통된 특징은 외부의 열려진 공간에서 좁고 어두운 현관

과 복도의 전이영역을 통해 다시 열려진 공간으로 나아

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열린 공간

은 사적매스와 공적매스에서 다르다. 사적매스에서는 시

야의 직선적인 방향성이 강조되는 반면, 공적매스에서는

전면적 개방감이 우선된다. 또한 단면적, 동선적 차이를

두어 공간의 경험을 차별화하는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하

면 볼러트는 주어진 대지와 거주자의 상황을 통합하여

주택의 공간 경험을 프로그램별로 세부화하고 다양한 경

험의 전개로 구축하는 것이다.

5장에서 정리된 볼러트의 설계방법 및 공간경험의 특

성은 1960년대의 일반적인 덴마크 건축디자인 흐름과 매

우 차별화된다. 그의 작업은 시대와 장소의 전반적인 흐

름을 따르기보다, 크게는 데 스틸, 국제주의 양식, 미국

서부의 팀버 건축, 작게는 데니쉬 모던의 바탕 위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건축 디자인 실험을 했다고 볼 수 있

다. 즉 이는 그의 작품이 가지는, 특정 시대와 장소에 한

계 지워지지 않는 보편적 특질을 말한다.

6. 결론

지금까지 덴마크의 건축가 빌헬름 볼러트의 주택 설계

에 나타난 공간적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볼러트의 건축설

계방법은 덴마크 내에서도 고유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

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의 건축교육적 배경에서 기인한

다. 근대 데니쉬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덴마크 건

축교육을 받았지만 미국 서부에서의 건축 체험은 북유럽 디

자인과 미국서부의 팀버건축을 혼용시킨 디자인을 이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볼러트의 건축은 자신만의 개념과 설계

어휘를 가지는데 바로 프로그램의 매스화, 수평수직판에 의

한 열린 공간구성, 공간적 전이를 통한 다차원적 경험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볼러트의 주택 작품은 1960년대

집중되어 있지만 그의 건축 설계방법과 추구했던 공간의

경험의 질은 현대의 공간디자인에서도 충분히 보편적인

적용가능성을 가진다. 특히 열림-닫힘-열림에 의한 다양

한 공간적 전개, 단면적/프로그램적 차별화에 의한 복합

적인 신체경험(움직임의 조직, 시야의 개폐, 공간적 밀도

의 차별화)의 구축은 몸과 공간의 관계를 만드는 공간

디자인의 근본적인 수법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더욱 풍

부한 공간의 통합적 감각을 체득하게 하고 의미 있는 기

억을 생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러트

의 주거는 비록 시대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대에 재조명되어야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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