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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ompositional elements of plan of art museums by

selecting architectural works, which have strong symbolic meaning when evaluating value, from architectural works

by Louis Kahn. First, the centrality of artworks, which are being displayed at the Yale Art Gallery, is complex. It

includes three patterns of Void (spatial) Centrality+Symbolic Centrality+Functional Centrality among the five patterns

suggested in this study. Second, the ratio system of interior space, which is expressed in the extension of the

Yale Art Gallery, can be classified into the floor and walls. The floor used the square 1:1 ratio system. The

ceiling used the grid patterns of equilateral triangles (regular tetrahedrons). It was applying a geometric ratio

system when creating forms by using one side as a beam and the other sides as decorations of the ceiling.

Third, the contours of interior space, which were expressed in Kahn's works, used the method of forming

separate space according to the contouring rule (structural unit) defined by columns, and they were used in

constructing the entire space through the integration of separate spaces. Fourth,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that were expressed by artworks displayed within the Yale Art Gallery Extension, the concept of accessibility was

not as clear as that of residential buildings, because an approach of respecting existing architecture and context

was used, rather than the starting point of interior space, or differentiated circulation, which has the function of a

determined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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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건축을 형태와 공간으로 구분한다면 외적표현인 형태

가 시각적인 조형성으로 인해 그 건축적 인식도가 우선

하게 된다. 그러나 형태는 결국 공간이라는 내적표현과

연관된다는 것이 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며, 이에

따라 공간에 대한 건축적 의미는 변하게 된다.

특히 실내디자인이란 별개의 단위로 분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모여 형성된 생활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결국은 그 공간 사용자의 생활 자체를 형태와 공

간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이끌어 내야하는 작업이라

말할 수 있겠다. 즉 이 말은 인간에게 실제적 환경이 되

는 실내공간은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인간의 유형을 결정짓는 기본요소가

됨을 의미한다.1)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건축형식중의

하나가 미술관 건축일 것이다. 미술관은 시대에 따라 그

존재의 개념을 달리하면서 발전하여 왔음을 다양한 자료

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그 기능과 사회적 역할 역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즉, 단순히 예술가치가 있는 자료나 작품을 수집하여 전

시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회에 필요한 시설물

로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예술 감상에 이바지하고 있으

며, 더 나아가 시민에게 개방된 대중문화의 장소로서 시

민 교육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미

술관은 단순히 과거 귀족사회의 전유물이었던 시대는 이

미 지났으며, 기능과 공간은 그 속에 전시되는 작품들이

돋보이도록 겸손하고 간명하게 작품과 더불어 건축공간

이 빚어지는 하나의 종합예술로서 창조해 나가는 전당이

1) 박홍, 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 기문당, 2001,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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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예일 아트 갤러리 증축 단면도

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게 되었다.2) 이러한 예의 작

가로서 루이스 칸의 작품을 들 수 있다. 그가 설계한 3

개의 작품은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공을 초월

하여 우리에게 미술작품과 더불어 만들어내는 건축물로

서 많은 감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

구하고 루이스 칸의 미술관, 박물관에 관한 실질적인 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루이스 칸(Louis I.

Kahn, 1901-1974)의 미술관 건축에서 특징적으로 사용한

평면구성요소를 추출, 이들이 각각의 실제작품에서 형태

적, 공간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에 따른 특성을 규

명하고, 이해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목적인 미술관 건

축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로써 공간계획 지침을 도출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획 요소의 추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의 범위는 공간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평면적 요소를 추출 이를 칸이 활동

한(1901-1974년까지 전체 작품 활동3)) 범위 중 단 3작품

에 불가한 미술관 박물관 건축에 적용시키고자 한다.4)

특히 이 작품중 칸 자신에게 있어 무명의 긴 잠복기를

떨쳐버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

한 때의 작품으로서 예일 아트 갤러리 증축안(Yale

University Art Gallery Extension(1951-53))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그가 언급한 평면구성요소를 4부분(중

심성, 실내평면상의 기하학적 공간구성, 공간의 윤곽규

정, 실내공간으로의 어프로치)5)으로 분류하고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을 대입시켜 이를 정리하고자 한다.

2. 예일 아트갤러리의 건축적 의의 및 평

면구성체계

2.1. 예일대학 미술관(Yale University Art Center

(1951-53) 의 일반적 특성

훌륭한 예술소장품과 건축공간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미술관은 어디에 건축되어도 가장 훌륭한 건축의 하나로

2) 이정미, 포스트 모던 경향의 인테리어디자인에 관한 연구, KOSID

저널(19호), 1988, p.12

3) 루이스 칸(Louis I. Kahn, 1901-1974)은 그의 전생애중 주거작품

(40여개), 공공건축(12개)의 설계를 하였다. 여기에는 다수의 프로

젝트(계획안)들고 포함하고 있다.

4) Yale University Art Gallery Extension(1951-53)과 Kimball Art

Museum(1966-72), Yale Center for British(1969-74)등이 있다.

5) 실내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으나 논자는 본 연구에서는

구성요소를 4부분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꼽힐 것이다. 이

건물은 기존의

미술관에 대한

증축안으로서 칸

을 세상에 알리

게 된 최초의 작

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후에

전개될 일련의

칸 작품에 있어서 그 기본개념에 대한 아이디어를 표현

해주는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기도하다. 뉴 헤븐(New

Heaven) 시의 예일 대학내 채플 도로에 면한 이 건물의

파사드는 기존의 베니스풍의 고딕 미술관과의 컨텍스트

(Context)를 위하여 같은 색조의 조적조로 구성되어 있

으며, 나머지 3면은 커튼 월로 처리되어 있다. 이는 본

전시장이 기존의 역사성이 내재된 건축물로부터 증축되

는 시설로써 존중과 배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

로 건물 외벽 몰딩들은 기존 건물들의 하대석과 창대 상

부 몰딩의 선들 맥락을 이어받고 있다. 이러한 외벽에

대한 존중과 겸손의 표현과는 달리 북측의 배면은 아름

답게 조화된 위어코트로 개방함으로써 정면과는 다른 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주출입구 외 또 다른 출입구로

서 지표보다 낮은 조각공원의 사용이 훌륭히 연출되어

있으며, 번화한 도로에 면하여 돌로 가지런히 쌓아 무미

건조한 정면의 장식이 없고 무표정한 표현은 어딘지 모

르게 이상한 듯 하나 그것은 채플도로와 기존의 미술관

에 적합한 스케일을 나타내려는 시도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칸의 작품성향은 다른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즉, 미술관 평면의 단순화, 그 구조의

명확성, 커튼월 형식의 창을 내는 기법들은 기능과 간결

미를 추구한 미스(Mies van der Rohe)적인 것들로 보이

며, 콘크리트 4면체의 천장은 칸이 벅먼스터 퓰러

(Buckminster Fuller)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하

고 있다. 레이너 번함은 재료 자체가 담고 있는 본질로

평가함으로써 이 건물을 ‘신 야수파’의 예라고 칭하기도

하였으며, 평면의 구성에 있어서 보자르적 특질을 발견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6) 실내공간의 어둡고 속이

빈 콘크리트 4면체의 천장은 실의 상부공간을 부드럽고

쾌적한 공간으로 연출해주기 위해 설비와 조명시스템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공간은 북측의 아름답게 조화

된 위어코트로 개방함으로써 공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

고 있다. 이렇듯 예일아트갤러리는 기존의 건축물의 존

중과 칸 자신에게 있어 기본개념에 대한 아이디어를 표

현해주는 대표성을 띠는 작품인 것이다.

6) Louis I. Kahn, 착상 의미,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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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예일아트 갤러리 증축부분 외관

<그림 3> 인접건물과의 시각적 연계성고려

<그림 4> 예일아트 갤러리 횡단면도

2.2. 예일 아트 갤러리의 건축적 의의

예일 아트 갤러리의 건축적 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가 활동한 작품시기별 구분과 각각의 시기별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Palol

Portoghesi가 After Modern Architecture에서 칸의 작품

활동 시기를 3시기로 분류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제 1시기는 195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

는 오랜 잠복기간이고, 제 2시기는 50년대 중반 이후부

터 60년대 초반까지로 필라델피아 도시계획안과 리챠드

의학연구소의 사례를 통하여 미국의 건축계에 자신의 존

재감을 알리는 의욕과 모순이 혼재된 시기이다. 마지막

으로 3시기는 6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중엽의 사망할 때

까지로 그가 미국 건축계에 최고의 인물로 인정되고 일

관성 있는 프로그램의 건축을 창조한 시기이다.7) 이렇듯

루이스 칸은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에 처음으로 그

자신의 창조과정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그

는 자신만의 뚜렷한 건축관을 확립해 나가기 시작하였으

며, 독자적인 방법론을 통해 건축 활동을 해나간다. 그

전환의 위치에 놓인 작품이 예일아트 갤러리(1950-1953)

이라 할 수 있다. 그 이후의 작품들에서 도전과 실험에

7) Palol Portoghesi, After Modern Architecture, Rozzoli, 1982, p.76

의해 그의 잠재력을 시험하게 되고 그의 건축적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성은 1950년 예일 아트 갤

리를 시초로 하여 사용되기 시작한 단위평면에 의한 공

간구성법이 드 보아 주택(De Vore House, 1954), 트랜튼

베스 욕장(Trenton Bath House, 1954), 아들러 주택, 리

챠드 의학연구소 등의 작품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아래

<표 1>은 칸의 시기별 작품활동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루이스 칸의 시기별 작품 활동 빈도

2.3. Kahn의 평면구성체계

칸의 평면구성체계의 특성은 그의 건축적 배경으로부

터 찾아 볼 수 있다. 칸의 건축적 배경의 특성은 부모로

부터 받은 예술적 감각과 정서, 탈무드적 사고체계에 따

른 본질에 대한 창작적 탐구심을 들 수 있다. 또한 신고

전주의적 전통성에 입각한 에꼴 데 보자르적 성향의 교

육을 받은 이후 자신만의 독자적인 건축의 추구로부터

유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Louis I.

Kahn의

평면

구성체계

중심성

평면상의 기하학적 공간구성

(바닥과 벽체)

공간의 윤곽규정

실내공간으로의 어프로치

<표 2> 칸의 실내공간구성 체계도

한사람의 작가, 아니 작품을 작가가 의도한 바대로 해

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분석의 틀이 제시되

어야 할 줄로 사려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

고 가능한 칸의 건축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의 틀로

서 다음과 같은 분석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칸의 공간

구성특성은 크게 평면적 구성체계, 기능적 공간구성, 빛

에 의한 공간구성 등 3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8)

8) 김홍배, Louis I. Kahn 주거건축에 나타난 공간구성특성과 전이양

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논, 2001, pp.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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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평면상의 공간구성으로

서 공간의 위계에 따른 구심적 공간구성과 실내평면상의

기하학적 공간구성, 공간의 윤곽규정, 실내공간으로의 어

프로치로 나눠 재구성한 후 분석하고 자한다. 이와 같은

특성은 신고전주의적 성향의 작가들에서 그 동질성을 찾

아볼 수 있다. 그 예로서 르네상스 시대의 루이스 칸에

해당하는 안드레아 팔라디오의 빌라 로톤다와 성 안드레

아 성당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팔라디오의 별장과 칸의

트랜튼 베스 욕장, 아들러 주택은 단위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상적인 비례체계나 그리스도교 교회로서의 중앙

집중식 평면 등은 형태와 개념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루이 블레의 왕립도서관 계획안의 내

부는 칸의 대표적 작품인 킴벨 미술관 강당 내부와 상당

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

면 대부분 칸이 사용한 공간구성요소들은 신고전주의와

에꼴데 보자르적9)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고전건축과 칸 건축의 유사성

시대 트랜튼 베스욕장
르두의 이상적

교회의 평면도

고전

건축과

칸

작품과의

유사성

비례체계, 중심성, 단위공간의 세포적증식,

중심공간으로의 접근 등의 특성이 보이고 있다.

킴벨 미술관 강당내부 국립왕립 도서관 계획안 내부

외부의 아치형태와 실내내부의 이미지

<표 3> 고전건축과 칸 작품 구성요소의 유사성

3. 칸의 미술관 건축에 나타난 평면구성

특성 분석

3.1. 중심성

중심의 역사는 고대 이집트 건축에서부터 그 원류를

9) Ecole de Beaux는 고전주의양식에 대한 연구로 1700년대에 중반에

시작하여 1950년대 중반까지 프랑스와 미국에서 사용된 주된 건축

교육방식으로 원시 오두막이(Cabane Rustique)이 순수한 건축이라

고 하여 합리주의를 주장한 Abbe Laugier로 부터 시작되었다. 이

와 같은 보자르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육방식

으로 논리적인 것보다는 실기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과 두 번째, 보

자르에 나타는 전통적인 공간개념으로 평면에서 나타나는 구성의

개념이나 통론적인 조합의 구성을 들 수 있다.

찾아 볼 수 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중심의 특

성은 폐합적이며, 환경으로부터 폐합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10) 또한 건축사에 있어서 중심형의 변천과정은 구

심적인 것으로부터 장축적인(종교적인)것으로 그 다음에

는 조합적인 것으로 이행되어왔다.11) 이렇듯 건축 형태

에 있어서 중심성의 본질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부 공

간을 만드는데 있었으며, 이와 같은 중심성은 내부․외

부의 분리와 부분의 완결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노베르

크 슐츠의 지적처럼 참조점으로서 중심은 언제나 행위의

장소를 위한 경계로써 한정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러

므로 중심성은 부분인 요소를 독립된 단위로 여기지 않

으면 성립되지 않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심의 개념을 토대로 실제 작품을 통해 분

류해보면 상징적 중심, 다극적/일극적 중심, solid적 중심,

공간적 중심, 기능적 중심, 복합적 중심 등 6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12)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중심의 개념중에서

첫째, 상징적 중심은 장식물, 사진이 나열된 난로, 일

본의 신사에서 볼 수 있는 검은 기둥의 신주와 같이 사

용자에 의해 의미가 나중에 부가되어 형성된 중심을 말

한다. 둘째, 공간의 배치에 있어 중심성을 가진 방을 무

작위로 집합시켜 구축된 중심공간을 다극성 중심성과 이

와 반대로 건물전체의 중심에 의해서 방을 위호함으로써

구축된 중심공간을 일극성 중심이라 한다. 여기에 1개내

지 2개의 축에 의해 좌우대칭을 이루는 형태로 빌라 로

툰다는 2개의 축선상에 중심이 다른 하나는 팔라디오와

같이 1개의 축선에 의해 중심이 형성된다. 셋째, solid적

중심은 난로와 같은 솔리드한 오브제가 공간 전체의 중

심으로 인식되는 형태를 말한다. 넷째, 기능적 중심은 전

체적인 공간의 배치상 동선(Core) 또는 빛의 유입 등을

고려하여 중심을 설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섯째, 중앙 광

장과 같은 중앙부의 지배적 공간을 가르키는 것으로

Void(공간적) 중심을 들 수 있다.

10) 김광현, 루이스 칸 건축형태의 중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0.04

11) 주대관, 건축형태의 중심화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론, 1989,

p.26

12) 하라구치 히테아키, 20세기의 주택공간구성의 비교분석, 강병근 옮

김, 화영사, 2001,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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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 Palladio,

Palladio Villa

<그림 7> 팔라디오의

빌라로톤다 명확한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음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중심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Void(공간적)중심+상징적중심+기능적 중심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중심이 있다. 예일 아트 갤러리의 중심

체계는 공간적 중심 + 기능적 중심이 합해진 복합적 중

심체계로써 Palladio Villa에서의 중앙광장과 같은 중앙부

에 지배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는 중심적 공간개념이 적

용되고 있으며, 여기에 주 공간인 전시공간을 도와주는

개념의 Servant Space(계단실, 화장실, 설비실)가 코어플

랜으로 배치되어 있어 기능적 중심공간의 역할도 담당하

고 있다. 또한 기하학적 형태의 정삼각형 계단의 상부에

는 빛의 유입을 위한 천창까지 구축되어 있어 중심공간

으로써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위와 같은 개념을

담고 있는 중심성은 과거의 신고전주의 작가들의 기하학

적 의미의 중심성에서 벗어나 본질공간으로서 구심공간

을 얻고자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거공간에서는

가족들의 안전과 단란을 위한 거실공간이나 홀 공간이

중심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다카국회의사당에서

는 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공간을 가장 핵심적인 공간으

로 여겨 가장 중심공간에 배치하고 있다.

중심성의 특성

Clever House Sher-E-Bandlandar National Assembly

주거내 거실로서 공간+기능+상징

중심 공간이 복합적으로 이뤄짐

의사당을 위한 회의장소로서 공간+

상징+ 기능 중심공간이 복합적으로

이뤄짐

<표 4> 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중심성(Centrality)의 특성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이 건

물의 중심은 단순히 전시실을 양분하면서 연결시켜주고

있는 통로 부분으로서 이곳에는 동선의 흐름에 있어 중

요한 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더니즘을 계승

한 것 같은 이 평면에는 중심성에 대한 칸의 개념이 명

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중심공간으로서의 특성

1951-53년 Yale Art Gallery Extension 평면

1951-53년 Yale Art Gallery Extension 엑소노메트릭

<표 5> 중심성

3.2. 실내 평면상의 기하학적 공간구성

역사적인 건축물이나 또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전체

형태나 디테일에 있어서 아름다운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디자인한 건축가들 또한, 예민한 비례감

각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감각을 지닌 칸은 고전적

비례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건축적 감정

을 담아 낼 수 있는 공간구성원리로서 차용하였다. 특히,

그가 그리스와 로마 등을 여행하면서 영감을 얻게 된 고

전건축으로부터의 감흥은 그의 작품에서 일관되게 나타

나고 있다. 엄격한 비례체계에 의한 평면 및 입면구성기

법은 그의 에꼴데보자르(Ecole des Beaux)적 성향을 그

대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일 아트 갤러

리에서는 보여지는 기하학적 평면구성 특성으로는 크게

천장과 바닥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겠다.

먼저 천장은 정삼각형 그리드와 계단의 원형, 정삼각

형 등의 순수 기하학적 형태들을 공간을 통제하는 방식

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즉, 천장의 정사면체는 구조적 트

러스뿐만이 아닌 의장적 요소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슬라브와 연결하여 보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천장을

평평하게 덮는 형식이 아닌 개개의 공간을 독립시키는

방법으로써 구조를 해석하고 있으며, 이를 실내 의장적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 바닥 평면에서 보여지는 기하학적 비례체계를

들 수 있다. 엄격한 고전적 축선과 거기에서 나오는 정사

각형 비례나, 직사각형 비례, 황금비 사각형(1: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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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등의 기하학적 비례체계는 위계상 중심공간을 단위공

간의 유니트들이 반복 배치하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 8> 에더스 에슈런

유대인교회_미국 1954

정삼각형 그리드를 이용한

구성

<그림 9> 정사각형 그리드를

이용한 구성

이러한 비례감은 칸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이루면서 건물전체를 조화

와 균형, 증식감을 주면서 칸 자신만의 독특한 기하학적

형태구성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 즉, 예일 아트 증축안에

서 보이는 비례체계로서는 정사각형 비례체계인 (1:1)비

례체계가 사용되고 있다. 전체적인 커다란 사각형 안에

서 각각의 4개의 사각형으로 나눠지며, 나누어진 단위공

간은 다시 각각 두개씩의 단위공간으로 나눠진 사이공간

에 1/4크기의 4개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처럼 칸

의 작품에서는 정삼각형(정사면체), 정사각형과 같은 순

수 기하학적 형태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구조단위와

공간의 윤곽형성에 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기하학적 비례체계

1954-57년 Adler House(L.I.칸) 1959년Fleisher House(L.I.칸)

1950-1953년 예일 아트 갤러리

(L.I.칸, 뉴해븐, 코네티컷 주, 미국)

1962-1968년 국립미술관

(미스 반 데르 로에, 베를린, 독일)

정사각형 및 정사면체의 기하학적 비례체계를 그리드 패턴을 이용하여 바닥

및 천장에 표현함

<표 6> 기하학적 공간구성의 특성

기하학적 비례체계의 특성

1951-53년 Yale Art Gallery Extension 평면

바닥: 1:1, 1:√2를 사용하고 있음.

1951-53년 Yale Art Gallery Extension 천장면 및 치장으로

계획된 정사면체 그리드 디테일

천장: 정사면체의 기하학적 비례체계를 그리드 패턴을 이용하여 천장에 표현함

<표 7> 기하학적 비례체계의 특성

3.3. 실내공간의 윤곽 형성

예일 아트 갤러리의 공간구성형식을 살펴보면 전체적

으로 4단계를 걸쳐 완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1

단계로 허용된 대지안에 균질 되게 기둥을 균일하게 배

치하는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2단계에서는 균질하게 배치된 기둥

에 의해 한정된 공간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코어플랜을

형성하고 있다. 이 공간은 칸의 주요공간구성개념중의

하나인 서비스를 받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의

개념을 토대로 계단실, 화장실, E.V실, 기계실 등이 배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둥을 배열함에 있어 코

어를 사이에 두고 2개의 전시실은 각기 다른 기둥에 의

해 지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코어 부

분에서도 기둥을 코어 벽에 붙이지 않고 기둥으로부터

이격시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법은 기둥을 이용

한 구조 단위와 전시실이라는 공간단위를 명확하게 인지

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다음단계인 3단계에서는 기둥에 의해 외곽의 형성이

이루어져 있으며, 배열된 기둥을 기준으로 외벽이 형성

되고 있다. 이는 각 실을 철저하게 공간단위로 분해하고

각각의 공간단위에 독자의 구조와 빛을 주어 그것을 집

합시킴으로써 공간 전체를 구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즉 칸의 작품에 있어서 공간의 윤곽은

기둥을 이용한 공간의 윤곽 규정(구조단위)에 의한 독자

적인공간을 형성하고 이를 통합함으로써 공간 전체를 구

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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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_기둥의 배열 2단계_건물 외곽의 형성

3단계_건물 Core의 배치
4단계_실의 완성

<표 8> 실내균질공간의 형성과정

3.4. 실내공간으로의 어프로치

예일 아트 갤러리 증축안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접근방

식은 기존의 접근방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건물의 정면부는 도로측으로써 칸은 이면을 솔리드한 벽

면으로 마감하고 있는 반면 전시장의 배면인 공원쪽으로

는 커튼월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정적인 전시면을 확보

하기 위함과 동시에 도로측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작

가의 배려로 여겨지며, 이를 반영한 진입동선이 계획되

었다.

<그림 10> 배면의

코트야드부분으로 커튼월 처리가

되어있음 <그림 11> 주출입구

칸의 작품에 있어서 거실, 홀(Hall)은 어프로치 공간으

로써 외부에서 내부공간으로 들어서게 하는 역할을 하

며, 그 곳은 내부공간에 접근하는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출발점과 정위(Orientation)의 기능을 갖는 동선분화의

시점(참조점)으로써의 중심의 모습을 갖고 있다.13) 그러

13) 강상훈, 루이스 칸 건축에 나타나는 중심에 의한 공간구조의 특성,

서울대 석론, 1998, p.33

나 예일 아트 갤러리작품에서는 주택작품과 비교해 볼

때 출발점과 정위의 개념보다는 기존에 존치된 건축물과

문맥을 존중해 주기 위한 배려의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진입개념의 명확성은 주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1954-57년 Adler House 1959년 Fleisher House

외부에서내부 진입시 Hall로 접근

197-62년 Clever House 1959년 Goldenberg House

거실로 접근 중정으로 접근

1951-53년 Yale Art Gallery Extension

주요공간으로의 직설적 접근방식

<표 9> 진입방식 사례

<그림 12> 예일 아트갤러리의 진입체계

외부에서

실내로의 유입

동선분화의 시점의

역할

Living Room

Hall

Yale Art Gallery

Extension

진입 개념의

명확성이 낮음

주택작품과 비교해

볼 때

기존에 존치된 건축물과 문맥을

존중해주기 위한 배려의 접근방식 적용

<표 10> 진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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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루이스 칸의 작품중 그 가치평가에 있어 상

징적 의미가 강한 작품을 선정하여, 특징적으로 보여지

는 평면구성요소를 추출 분석의 틀로 제시된 요소들이

미술관 건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작품을 통해 규명하

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다른 작품을 분석하기 위

한 분석의 틀로써 활용 하고자함을 본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작품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일아트 갤러리의 작품에 있어서 중심성은 앞

서 제시한 5개의 패턴(상징적 중심, 일극성/다극성 중심,

solid적 중심, 기능적 중심, 복합적 중심)중에서 Void(공

간적)중심+상징적 중심+기능적 중심 등을 포함하는 복합

적 중심(중심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사례)임을 알 수 있

었다. 즉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 실내의 중심공간은

전시실을 양분하면서 연결시켜주고 있는 통로 부분으로

서 이곳에는 동선의 흐름에 있어 중요한 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수직적 동선수단인 계단실이나 엘리베

이터 수평적 동선으로서의 통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

다. 이는 칸이 훗날 중심에 대한 초기적 실험 작품으로

서 후기로 갈수록 그 건축물의 핵심적인 공간으로서 발

전하게 된다.

둘째, 예일 아트 증축안에서 보이는 실내공간의 비례

체계로서는 바닥과 벽체를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바닥은 정사각형 비례체계인 (1:1)비례체계가 사용

되고 있다. 즉, 전체적인 커다란 사각형안에서 각각의 4

개의 사각형으로 나눠지며, 나누어진 단위공간은 다시

각각 두개씩의 단위공간으로 나눠진 사이공간에 1/4크기

의 4개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1:1의 비례로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천장은 2정

삼각형(정사면체)의 그리드 패턴을 적용한 것으로 하나

의 면을 연결하여 보로사용하고, 그 밖의 면은 천장의

장식으로 사용함으로써 기하학적 비례체계를 조형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셋째, 칸의 작품에 있어서 평면공간의 윤곽 형성방식

은 전체 4단계에 걸쳐 형성되고 있었으며, 기둥을 이용

한 공간의 윤곽 규정(구조단위)에 의한 독자적인공간을

형성하고 이를 다시 통합함으로써 공간 전체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예일 아트갤러리 증축안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접근방식의 특징으로는 내부공간에 접근하는 출발점과

정위(定位)의 기능을 갖는 동선분화의 시점이 아닌 기존

에 존치된 건축물과 문맥을 존중해 주기 위한 배려의 접

근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진입개념의 명확성은 주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예일 아트 갤러리 증축안에 대한 평면구성

특성을 몇 가지로 나눠 살펴보았다. 물론 짧은 시간과

한정된 자료에 의해 한사람의 작가와 작품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줄로 사려 된다. 또한 기존에 제

안되었던 분석요소 외에 또 다른 분석의 틀이 제안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역시 한계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잠재되어 있던

작품을 분석한 점과 심도 있는 후속연구(나머지 2개의

작품)를 위한 분석의 틀을 설정해 보았다는데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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