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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studies show that social networking within community is becoming more valuable than individualism, and

many discussions of importance of social networking are taking place. In architectural term, the ultimate goal of

designing public community space is to increase retention of people.

Retention of people, in other words, making people "Stay Longer" is not exactly same as "The purpose of Public

Community Space”, but it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s to increase retention of people. An attempt of

increasing retention of user through offering public community space suggests a significant change in spatial

composition of Herman Hertzberger's cultural space as they are becoming a new social interaction trend.

This study aims to analyze architectural progress for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of Herman Hertzberger’s cultural

project. Access.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community space used in cultural space were extracted and

organized into the systemized elements. The systemized elements are comfort, connect, continuity, sphere,

transition, and abide. Also, the extracted elements were activated Herman Hertzberger's cultural space and

processed the his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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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사회에서는 소외와 단절이라는 문제의 대안으로

공동체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런 공동체라는 집단

의식의 중요성이 재인식됨에 따라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사회전반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공공적인

요소들을 활용하면서 소통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인식의

확장을 꾀하는 건축의 공공성은 공공영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며,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

하다. 건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체류성 높은

건축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체류성은 ‘머무름’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이것이 공공의 형성과 동일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개연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효과적이

다. 공공영역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의

의미로 간주되곤 하는데, 이에 대한 구축방법이 비어둠

으로의 연출에 그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행

위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대부분이

었다. 따라서 그런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인 공공

영역의 구축을 위한 방법과 그 성격에 맞는 공공성의 구

축방식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건축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헤르만 헤르츠

버거에 주목한다. 그는 다양한 구축적 실험을 통한 ‘거

리’와 ‘광장’의 장소로서의 회복을 꾀하는 다양한 공간적

장치를 제안한다. 특히 헤르츠버거는 공간에서 공공공간

의 다양한 행위와 움직임이 그 공간을 지속가능하게 하

는 원동력이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의 주거와

학교 공간 및 사무 공간 그리고 여러 문화공간 등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공공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

간의 형태로서 헤르츠버거는 그의 건축어휘를 통해 공간

에서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노력한다. 더불

어 그는 음악당이나 극장 등과 같은 문화공간에서는 그

러한 관계를 이루게 하는 것, 만남을 원활하게 하는 것

이 연극을 보거나 콘서트를 관람하는 것만큼이나 공간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관점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헤르츠버거의 문화공간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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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건축의 공공성

도식

논의의 초점

‘공공’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공공이 함께 얻게 되는 이익

에 주안점을 둠.

사적개인들이 모여 ‘공공’을 형성

할 수 있는 건축적 영향력에 비

중을 둠.

<표 1> 공공성과 건축의 공공성 논점 비교5)

행위를 일으키는 관계적 공간 형태를 살펴보고,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건축적 장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문화공간에서의 공공공간의 구축

방식을 살펴보기에 앞서 건축의 공공성의 개념 정리를

통해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려져 가고 있는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공공영역과 공공공

간의 개념 및 건축에서의 공공성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서 공공성 구현특성 요소들

을 추출하여 본 연구의 문화공간을 위한 분석틀로 정리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공공공간으로서의 문화공간을 정의하였다.

3장에서는 본 논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헤르만 헤

르츠버거의 건축 및 철학적 배경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그의 다양한 건축 중 문화공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4장은 헤르츠버거의 문화공간에서 공공공간의 평면적

형태적 공간적 특성을 공공성 구현 특성 요소로서 분석

한다.

5장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문

화공간에서의 공공성 구현 특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

하고자 한다.

2. 공공성을 가지는 문화공간

2.1. 공공영역과 공공공간의 개념

(1) 공공영역과 공공공간의 의미

하버마스는 공공영역은 ‘공공성’을 형성하는 하나의 규

범적 틀이자 말과 행위를 통해 인격을 드러내는 구체적

행위의 공간과 장소로서의 개인의 차이, 인간의 복수성

을 핵심으로 하고 아고라처럼 정치행위가 이루어는 곳이

라고 주장한다.1) 이 개념엔 구체적인 건축적 공간으로서

의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회학적 이론들

을 바탕으로 공공영역이 다양한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이 통념적 해석이다.

20세기에 들어서 도시의 공공영역은 그동안의 소외된

이들, 그리고 도시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접

근이 용이하게 되었다.2) 그러나 여전히 자본의 논리와

배타적인 과거의 관행들로 인해 개방성과 접근성이 제한

적이다.

공공영역이라는 용어는 공공(public)과 영역(domain)이

1) 김기환, 현대 건축에서 공공영역 구축방식과 도시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논, 2005. 8, p.10

2) 다이앤 기라도, 모더니즘 이후의 현대 건축, 최왕돈, 시공문화사,

2002, pp.45-46

라는 말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다.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공공영역의 중요성은 그것이

재현·참여·개입·연대의 행위가 일어나는 사회적 공간을

제공해주었다는 것이다. 재현이란 스스로의 경험과 고통

과 정체성을 표현해내는 것으로 그것을 공적 경험으로

공유시키는 것, 그것을 통해 자신의 집단적 정체성에서

오는 고유한 관점과 해석을 공동체의 관점과 해석으로

바꾸어 놓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의미생산 과정에 참

여하는 것이다. 재현은 소통이면서 참여를 의미하는데,

현대사회의 고립은 이러한 공공성을 위협한다.3) 이런 문

제들을 극복하고자하는 자각에서 사회적인 참여를 유도

하는 공동체성은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으며, 건축에서

도 이런 공공영역의 장소적 복원과 대안에 대한 자성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공공에 대응하는 사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데,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공공영역의 의미와 상응하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은 소유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공간에서의 행위와 사회적인 관계에 따라 공공 영역의

경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4)

사적영역의 대표적인 예가 개인의 주거라면 공공영역

의 대표적인 예는 도시의 가로일 것이다. 도시의 가로는

단순히 통행을 위한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이 표현되는 곳이며 여러 가지

행위들이 발생하는 장소이다.6)

공공 공간은 이러한 공공영역 가운데 공간으로 실체화

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공공영역이 공공성이 나타나

는 광역적 범주라면 공공공간은 건축의 공공성이 나타나

는 구체적 범위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 공간이

3) 울리히 벡, 위험사회와 공공영역의 복원, 비평, 2007.11 머릿글

4) 염철호 조준배 심경미, 건축 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

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12, p.37

5) 최기원,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과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5, p.35 재인용

6) Herman Herzberger, Lessons for Students in Architecture, 010

publishers, 1991, p.64

이익

공공

공공

이익 이익

이익

이익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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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함은 그 소유와 이용의 주체가 공공인 물리적 공간

영역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도시 내의 길이나 광장 공

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도시 계획적 차원에

서 도시의 체계를 잡고 도시를 성장시켜 나가게 하는 기

본적 중심체가 된다7). 구조주의 건축의 알도 반 아이크

나 헤르만 헤르츠버거는 이러한 도시의 개념을 건축 공

간에 적용하여 실내 가로 및 실내 광장 등을 통해 내부

공간에서 도시의 공공성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헤르츠버거의 건축공간에 나타난 공

공성 구현을 위한 건축적 장치와 구축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행위들이 일어나게 하려는 의도 하에

계획되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문화시설에서의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논의 하는 것이 더욱 연구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2) 건축의 공공성과 그 특성

현대사회에서 공공성이라는 단어는 건축 뿐 아니라 사

회 각 분야에서 공공영역, 공공장소, 공공미술, 공론장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면서 공공성의 시대를 인지하게

하고 있다.8) 따라서 공공성이란 용어 자체도 어느 한 분

야에서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닌 정치학, 방송학, 환

경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 다른 견해차를

보이며 사용되고 있다. ‘최적의 의사공익 상태’라고 하버

마스가 공공성을 정의하였듯이 기본적으로 공공성은 공

공의 관계와 공공의 이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건축에서의 공공성은 건축공간을 통해 개인들이 긍정

적이고 원활한 하나의 ‘공공’을 형성하는데 관심을 둔다.

이는 공공집단이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이전에 올바른 관계를 통해 집단을 형성하는 과정

에서 개체간의 최적의 의사소통 상태를 이루도록 하는데

초점이 모여 있음을 의미 한다.9)

공간은 인간의 행태를 따라 ‘연속적으로 경험’되면서

체험되는 것이다. 특히 공공영역은 움직임을 통해서 체

험되는 것으로 연속적 체험의 지각 경험이 중요하며 보

행으로 연결되는 연속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공공영역은

인간의 행위를 유발시키며 이러한 행위 유발이 공간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공간이 하나의 심상으

로 남을 수 있는 것은 공간이 하나의 장소로 나타나기

때문이다.10)

공공 공간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이나 일정한 축제

과정에서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일종의 기능적이고 의식

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장소라고 「Public Spac

7) 이훈길 이주형, 서울 도심 공공영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3 정기학술대회, 2003, p.531

8) 배인숙, 현대 플래그쉽 스토어에 나타난 공공성에 관한 연구, 건국

대 석사논문, 2012, pp.16-19

9) 배인숙, 전게서, p.20

10) 이훈길 이주형, 상게서, p.531

e」11)에서 정의하듯 일반적인 이용자들이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공간’이고 공간

이용의 자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별 없이 자유

롭게 공공공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 포함

되기에 ‘개방성’을 가진 열려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이

를 통해 자율성이 구현된다.

또한 이러한 ‘개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경계는 공간을 두드러지게 만

드는 것이지만 그것은 곧 단절되게 하는 요소와 직결 된

다. 자유로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방법으로는 가

시적인 경계가 아닌 비가시적인 심리적 경계를 통해 ‘접

근성’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공동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념비적 ‘영역성’을 갖는다는 것이

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이동통로

나 기능적인 공간으로 만이 아닌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

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장(場)으로서 그 대상은

대중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는 것은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체류성’을 가진다는

것이고 거기서 함께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는 ‘영역성’을

가진 곳을 말한다. 그렇기에 주변지역 거주자들의 생활

공간들과의 관계에서 높은 위계를 차지한다.

건축의 공공성은 건축공간을 통해 의사소통의 장을 형

성함으로서 새로운 공공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따라서 공공에게 열린 공간은 ‘개방성’을 갖

고 건축공간의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물리적 개

방과 접근 뿐 아니라, ‘심리적 시각적 개방성’이 필요하

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점유 및 행태의 자율을 높임

으로서 공간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은

하나의 개별요소가 아니라 도시라는 생활공간을 구성하

는 단위요소로서 주변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짐으로

건축의 공공성이 구현될 수 있다. 더불어 생활공간으로

서의 건축공간은 ‘쾌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쾌적한

공간은 이용자들에게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통해 그

공간에 머무르고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이용자에게 줄 수 있는 공공성의

많은 부분이다.

이러한 ‘접근성’, ‘영역성’, ‘연계성’, ‘쾌적성’, ‘체류성’은

궁극적으로 공간의 자율적 이용률을 높이고 개개인에게

있어 사회적 접촉 강도를 높이기 위하고자 함이다. 공간의

점유도와 체류성을 획득하는 것은 결국 원활한 공동체를

형성시키고 내부적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리

적 환경을 제공하므로 건축의 공공성의 실현과 직결된다.

따라서 현대 건축공간에서 ‘공공성’은 구체적인 건축적

공간에 접근성 연계성 개방성 쾌적성을 높임으로 인해

11) Diniel Stokols, Irwin Altman, editor, Public Space, 최기원, 지역문

화시설의 공공성과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4,

p.4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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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논문제목 기관 년도 구축요소

이상호, 이

승지, 강병

훈, 김상철,

이상규

복합용도 건물 내부광장의 공공

성 분석에 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 2002

접근성, 개방성,

쾌적성

김세용
사무소건축물 공개공지의 쾌적

성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2

쾌적성, 접근성,

편리성, 개방성,

심미성, 관리성

신중진,

김혜영

대규모 복합용도개발의 계획 특

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2

접근성, 개방성

쾌적성

이훈길,

이주형

서울도심 공공영역의 공간적 특

성에 관한 연구

대 한 국 토 도

시계획학회
2003

접근성, 연속성,

장소성, 위계성

손광호,

김강섭

지역 미술관 디자인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

디자인학회
2005

접근성, 연속성,

개방성, 쾌적성,

투명성

이창훈
건축물의 오픈 스페이스를 통한

‘공공성’ 증진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2005

식별성, 접근성,

편리성, 연계성,

개방성, 쾌적성

최기원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과 계획

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5

접근성, 연속성,

개방성, 쾌적성,

체류성

이정형,

김진욱

AHP분석기법을 이용한 기업참

여문화시설의 공공성 분석에 관

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5

접근성, 연속성,

개방성, 쾌적성,

체류성

윤지혜,

김정곤

실내 공적공간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

디자인학회
2006

개방성, 접근성,

쾌적성, 연속성

이소진
현대 미술관의 공간 구성 특성

과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론 2008

개방성, 연계성,

접근성, 편리성,

체류성

이준복
공공성 분석을 통한 공개공지

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 석론 2010

식별성, 접근성,

연계성, 다양성

김이태
도시재생을 위한 Green Tower

계획안
고려대 석론 2010

접근성, 쾌적성,

개방성, 연계성

김왕식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을 반영

하기 위한 건축계획요소 연구
서울대 석론 2006

접근성, 연계성,

연속성, 체류성

신민수
도시외부공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간구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2010 장소성, 지역성

신일심
공공성을 강화한 빌딩의 진입공

간에 관한 디자인 모형 사례연구

이화여대

석론
2006

연속성, 접근성,

영역성

송영석
일반상업지역의 개발에서 공공

성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
명지대 석론 2004 접근성, 개방성

김진욱

도시 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업

참여 건축물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론 2003
식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표 2> 선행 연구된 공공성의 분석요소

요소 정의

접근성
이용자가 특정 환경에 물리적, 심리적으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특성

쾌적성
환경에 의해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공간의 긍정적인 특성

연계성
유사한 기능과 용도를 갖는 두 개 이상의 공간이 나타내는 물리적, 시

각적 연관성의 정도 및 이를 위한 전체적인 공간 구성의 특성

체류성
일정한 공간에 머무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공공성의 건축적 구현에

있어 가장 큰 실천적 요소

연속성
시각적 변화를 수반한 인간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각이나 경험에 연속

적인 변화를 부여하는 공간의 의식, 지각적 측면에서의 공간의 연결

전이성

영역의 분절, 경계를 통해서 생성된 환경 간의 이질적 요소 및 변화에

대하여 이질감을 완화시키고 갑작스러운 상황의 전환을 조절하며 완

충 또는 매개하는 환경적 특성

영역성
이용자로 하여금 점유, 조절됨으로써 안전을 전제로 환경의 일시적 소

유, 통제, 방어, 개성화 및 배타적 이용등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적 특성

<표 3> 공공성 구축요소 특성 분석틀

체류성을 가지고 공공의 관계를 형성하고 활성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건축에서의 공공성 구축요소

배인숙의 <현대 플래그쉽 스토어에 나타난 공공성에

관한 연구>에 조사된 공공성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접근성, 개방성, 인지성, 쾌적성, 연계성, 편리성, 교류성,

전이성 위계성, 투명성, 체류성, 장소성, 심미성, 관리성,

식별성 등에 이르기까지, 공공성을 평가하는 지표이자

공공성의 구축요소로 설정하는 항목들은 연구자마다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2>

현대 도시에서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은 도시와 집과

같은 물리적으로 규정된 영역간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개인, 혹은 집단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사적 영역의 관점

에서 해석되고 있다. 사람들이 어느 장소를 ‘공공공간’으

로 느끼는 것은 타자로 이루어진 집단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역에 들어갔을 때의 경험에 기인한 것이고, 이는

공간 자체라기보다는 경험의 문제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12)

공공공간에서 경험과 느낌을 좌우하는 것은 크게 두 가

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공간의 운영방식과 프로그램,

도시적 맥락 등과 개인이 공공영역과 만나게 되는 방식 및

공간의 형식 등의 물리적인 차원의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적 차원의 부분에서 공간을 분석

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될 수 있

는 공공성 구축 요소의 특성들을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들

을 합쳐서 접근성, 쾌적성, 연계성, 체류성, 연속성, 전이성,

영역성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헤르츠버거의 문화공간을 공

공성 구축요소로 분석하는 분석틀로 삼고자 한다.<표 3>

2.3. 문화공간에서의 공공성

문화공간이란 문화가 행위로 표현되는 시각적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즉 문화를 있게 하는 장소적 개념으로

중점을 두는 바에 따라 ‘예술공간’, ‘문화시설’, ‘문화기반

시설’, ‘여가공간’ 등의 개념들이 ‘문화공간’의 의미 영역

과 상당 부분 교집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이 혼용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그 공간에서 행해지

는 ‘문화예술 장르’에 따라 문화공간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표 4>와 같다.

공공성이 이루어짐은 타인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건축

과 건축 외적인 것의 연합 내지는 소통의 의미로 폭넓게

이해되어야 하며 건축 외적인 것은 물리적인 건축물과

그 건축물이 존재하는 주변 환경 즉, 자연을 의미하기도

하며, 외부적인 요인인 사회적인 상황, 도시적인 상황 등

12) 서인호 김광현, 도시 공공공간에서 나타나는 사적영역의 형태, 대

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vol24. no.2, 2004, p.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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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장르 공간

공연예술 공간 연극 뮤지컬 콘서트
극장

음악당

시각 예술공간 전시, 퍼포먼스
박물관

미술관

복합공간
장르별 문화예술 활동 및

포괄적인 범위의 문화행위

도서관, 자료보관소, 교육시설

야외 공원, 야외 음악당 등

<표 4> 분야별 문화공간

의 총제적인 관계 성립이 건축에서의 공공성을 형성하게

된다.

건축의 공공성은 공공영역을 무대로 하여 기능하는 건

축이 갖추어야 할 성질이자 특성인 것이다. 건축에서 공

공영역은 사회적 시설에서 나타난다. 건축은 시대적 요

구와 필요 또는 사회적 제도에 따라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특히 문화공간은 이런 공

적인 공간으로서 공공영역의 개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공간은 사용자와 수해지역의 범위가 정

해져 있는 지역의 공공재이므로 문화공간의 경우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된다. 완결적인 자체기능의 수용에

그치는 폐쇄적인 특성이 아닌 지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

고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개방적인 특성을 띠어

야 함을 의미한다. 이윤추구보다는 복지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이러한 특성은 필수적이다. 지역민들의

문화 활동을 시설의 주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서 사무적

업무나 행정적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느끼는

이용의 긴장감이나 무게감이 없이 사용된다. 이는 시설

의 이용이 경직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일정한 자율성

을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공간

의 확장적인 의미로서 생활공간 중 휴식과 쾌적감을 주

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최근의 문화공간은 공연장이나 도서관과 같이 단순하

고 일정한 목적을 위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의 다

양한 형태, 공연이나 전시, 그 외 체육활동, 교육활동 등

의 세부적 활동이 일어나는 복합화 특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특성들을 내포함으로서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각기 다른 개인적 요구를 수용

하여 만족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공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다. 즉 이렇게

여럿이 공동으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상호소통의

장이 된다는 의미에서 문화 공간 역시 공공영역의 장소

로서 이러한 공공성이 요구된다.

(1) 열려있는 장소로서의 문화 공간

사람들에 의해 장소의 기능을 갖게 되는 공공 영역은

공중을 위한 장소가 되게 하고자 개방적이어야 하듯이

다수의 대중을 위한 문화 공간 역시 개방적이며, 차별

없는 공간으로 모든 사람의 접근이 용이하며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유입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경계는 주변과 구별을 짓는 점에서

영역을 형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주변과의 단절

을 가져다 줄 수 있기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열린 경계

는 문화공간에 있어 중요한 디자인 열쇠가 된다 하겠다.

(2) 사용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공간

문화공간은 사용자들의 자율성을 인정하기에 일상성을

담은 다양성을 내포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다양한 요구

에 부응하는 복합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이용의 효율이 높아져 지역 문

화적 소속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소속감은 결

국 공동체성을 갖게 하는 문화공간의 공공적 특성이 된

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도시환경은 다양한 사람들의 사

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프로그램의 복합화 현상을 야

기한다. 문화공간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부합되는 복합화

특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공간의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이는 공공성을 가지는 지속적인 공간이

되는 것이다.

3. 헤르츠버거의 건축과 공공성 구축

3.1. 네덜란드 구조주의와 헤르츠버거

서구유럽의 합리주의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인주의

적 성격과 네덜란드 지역적 특성인 공동체 의식이 네덜

란드인들에겐 함께 공존한다. 이는 다른 유럽의 여러 나

라들과는 구별된 네덜란드만의 다양하고도 변화적인 도

시개념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이고 지역적인 바

탕 하에 네덜란드의 근대 건축가 베를라헤는 근대건축의

엘리트주의가 팽배하던 시기에 독특하게도 총체적 통일성

을 주장한다. 이것은 건축의 가치표현에는 어떠한 초기

조건적 법칙도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한 판단기준으로는

건물이 처한 그때의 상황에 따른 주어진 여러 조건들을

얼마나 충실히 만족시켰느냐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13)

네덜란드인들은 상호보완적이며 복합적인 다양성의 특성

을 가진 건축철학을 가졌다. 이렇듯 개인주의, 합리주의적

인 사상적 성격이 짙었던 유럽 안에서 네덜란드인만의 공

동체 의식은 헤르츠버거의 도시의 문제를 집단적 차원에

서 해결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잠재적인 배경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건축에 어떠한 대안이 없던 상황

에서, 네덜란드의 지역적 배경을 가진 알도 반 아이크와

헤르츠버거는 옛 도시들이 보여주는 풍부한 다양성, 다

의적 성격을 지니는 공간에 영향을 받아 원형, 공동결정,

수의미학과 쌍자현상과 같은 사상을 도출해내어 네덜란

드 구조주의 건축을 대표하게 된다. 이것은 건축에서의

거주자들의 참여와 다의적 공간과 같은 인간적, 사회적

13) 임석재, 초기 근대건축에서의 근대성의 의미 및 전통의 역할, 건축

역사연구 제2권2호 통권 4호 1993. 12,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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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축적 특성

형태의 특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잠재적 매개체, 원시부락에서 형태 유추하

여 현대적 재해석

구조적 특성

고정된 의미의 형태가 아닌 여러 사용자들의 생각에 의해 변화,

사용자의 해석을 위한 미완성 건축물, 균형과 질서 속의 다의성,

기초구조는 외부로 의미확장

분절된 특성 조합과 분리는 자유로운 확장과 축소를 가짐

재료의 특성 내·외부의 재료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연결성을 줌

개념과 관계한 공공성 띤 건축 사상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헤르츠버거는 집단과 개인의 끊임없는 상호관계

성 속에서 시대와 문화는 발전된다는 개념을 가지는 구

조언어학과 구조인류학을 통해서 집단과 개인의 관계적

본질에 관한 신념을 정립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 데

스틸의 슈뢰더 주택에서 보이는 기하학을 사용하여 선보

인 모호한 공간 구획과 가변적 성격의 내부 공간 구성은

사용자로 하여금 공간에 대한 변형을 유도하는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공동결정과 그 유사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헤르츠버거는 원시부락의 형태에서 건축적 모티

브를 차용한다. 그것은 작은 기하학적 단위가 반복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변화적 패턴을 갖는 형태로, 근대 건

축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위계적으로 설정한다면, 그

는 부분과 전체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위계가 없는 관

계를 의미한다. 네덜란드 구조주의에서 추구하는 위계가

없는 공간이란 중심 없이 부유하는 공간인 동시에 다의

적 해석이 가능 한 것으로, 개별성을 획득한 능동적 사

용자는 공간 안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된다. 이는 베

를라헤의 도시개념인 반복적이고 다양함 속에서의 통일

과 일치하며 예술적 배경의 데스틸에 사용된 기하학적

단위요소가 반복적으로 분절되고 확장하는 동시에 통일

적인 양상으로 나아가는 원리와도 그 유사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대적 배경은 구조주의 건축

개념 정립에 있어 획일화가 아닌 유동성과 다양성을 추

구하는 흐름이었고, 지역적 배경은 네덜란드만의 도시적

차원의 공동체성에 주목하는 배경이 되어 공공영역에 대

한 관심과 해법을 연구하게 했다. 또한 언어구조학의

상호보완적인 개념이 이론 형성에 근본적인 밑바탕이 됨

과 동시에 해법을 제시해주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또

한 데스틸과 구체미술은 네덜란드 구조주의 건축개념을

예술적으로 실현화하는 도구로써 기하학의 차용을 유발

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3.2.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과 철학

1958년 졸업과 동시에 자신의 설계사무소를 개설한 헤

르만 헤르츠버거는 60년대 초반부터 알도 반 아이크와

야곱 바케마와 더불어 포럼(Forum)의 편집장을 역임함

으로서 네덜란드 구조주의 건축경향을 대변하였다. 네덜

란드 구조주의 건축가들은 인류의 근원적인 부분의 모색

과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구조언어학적 해석이 어우러져

1960년부터 집합주거와 교육시설을 통해 적극적인 실험

을 통한 공간적 적용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헤르츠버거는 델프트 몬테소리 스쿨에서 보여지기 시

작한 in-between 개념을 센트랄 비히어 본사에 더욱 구

체화한다. 스스로를 사회적 건축학자라고 칭하며 “건물

은 사회적인 삶에 알맞은 공간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14) 그는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구조화 시키고자 한다. “건축적인 질서가 일상의 삶이

유발하는 요구들을 각각의 장소들마다 개별적으로 해석

해내기 위한 공통어(Lingua Franca)를 제공해준다.”라는

헤르츠버거의 언급은 직교, 그리드 체계와 그것을 채우

고 있는 프로그램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단순히 기능주의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다중의 가치를

갖는 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복수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15)는 것이다.

더불어 언어와 마찬가지로 건축 또한 한 개인이 통제

할 수는 없고 사회적으로 협약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상

황이기 때문에 건축가는 건축된 공간을 개인적 사회적으

로 사용할 기회를 창조할 뿐 그 결과를 결정할 수는 없

다. 궁극적으로 그의 스승 알도 반 아이크와 마찬가지로

헤르츠버거는 현상학에서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런 만

큼 건축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존

재해야 하는가를 드러내 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

제 조건을 바탕에 깔고 있다.16)

헤르츠버거의 건축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빛과 그림

자,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수평과 수직, 긍정과 부정,

외연적인 것과 내포적인 것들의 사이에서 공간의 이중성의

의미를 가지며 공간은 이러한 특성의 변화들과, 각 층을

포함한 움직이는 순서에 따라 특징적인 의미로 변한다.

즉, 사람들의 소통을 위하여 양측면의 관계성을 중요시

한다. 그는 건축의 목적이 사용자로 하여금 거주자가 되게

하고 또 사용자로 하여금 건물의 각 부분, 각 공간을 마음

대로 사용하는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

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이 다양한 활동의 터전이 되도

록 하고, 사용자의 독창적 재해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건축가의 성공이라고 언급 한다.17) 그

리하여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은 도시를 더 인간적인

삶의 환경으로 안내하고 성장시키며 정형화 된 건축에 맞

서 공동체 공간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모습을 가진다.

<표 5>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의 특성18)

14) Herman Hertzberger, Herman Hertzberger: Articulations, Prestel,

2002, p.17

15) 봉일범,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Spacetime, 2005, pp.117-118 재인용

16) 에드리언 포티, 건축을 말한다, 이종인 역, 미메시스, 2009, p.154

17) Herman Hertzberger, Lessons for Students in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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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hassé Theatre
<그림 1> 그리스의 에피다우러스

3.3. 공공성과 헤르츠버거의 문화공간

‘나의 일은 공공 광장과 극장을 짓는 것이다. 사실 내

가 생각하는 인생에서 나의 목적은 모든 빌딩을 극장처

럼 짓는 것이다.’

헤르만 헤르츠버거

는 1995년 그리스 여

행에서 에피다우러스

(Epidaurus)의 원형

극장을 방문하고 감

명을 받았다. 원형극

장은 언덕을 따라 형

성되었기 때문에 외

관이 없는 건물로 표

지판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극장의 중심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와 있는 듯 한 집단적인 경험

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적어도 이런 느낌이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은 원형극장이 가지는 건축적 형태 때문이

다. 헤르츠버거는 거대한 규모를 가진 인상적인 외관을

가졌으나 실질적인 실용성이 없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비교하며,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능력을 보여주는

이 원형극장이 건축의 표본이라고 말한다.

극적인 요소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교육시설은 헤르

츠버거가 선호하는 프로젝트다. 교육공간에서 얻은 활발

한 활동은 삶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사람들 간의 소

통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상 속에 갇힌

감정들이 무대 위에서 방출 되는 것을 건물 내부에서 일

어나는 행동으로 비유한다. 또한 건물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단지 건물을 알맞은 곳에 배치하고 배경에

맞게 건축물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지속성을

가지는 것이 우선시된다고 말한다. 극장 광장 그리고 공

동체에 있어서 모두 한정성(enclosure)와 연계성(view)의

균형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마치 에피다우러스

(Epidaurus) 원형극장의 자연환경처럼 외관적으로 극장

은 그 배경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헤이그와 우

덴에 지어진 헤르츠버거의 스푸이 극장과 마칸트 극장은

그런 부분에서 그의 의도를 잘 살리고 있다. 때때로 도

시적 배경이 비교적 더 중요시 될 때도 있고 건축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으나, 그가 우선

하는 것은 건축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배경과

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잘 풀어나간 프로젝트로 차세 극장

(Chassé) 역시 좋은 예가 된다. 헤르츠버거는 극장 전시

장 등의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본

연의 기능에 더불어 사람들이 공연이나 관람의 행위를

Uitegeverij 010 Publishers, Rotterdam, 1991. p Prestel, 2002, p.17

18) 안현정, 네덜란드 구조주의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1998, pp.187-188

통해서 만남을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한다. 19세기에 지어

진 찰스 가르니에의 파리 오페라 하우스는 공연장이나

극장보다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계단에서 다양한 행

위들이 수용되고 있다. 이를 주목한 헤르츠버거는 극장이

나 공연장만큼이나 로비와 대기 공간 그리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의 중요도를

크게 두고서 설계를 한

다. 따라서 헤르츠버거

에게 있어 문화공간은

‘보기’를 위한 공간이자

만남을 위한 장소로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동체적 장소인 것이

다. 이러한 공공 영역에

서 그는 자연스러운 이동과 더불어 다양한 나눔의 행태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공적 행위유발을 위한 구축적

인 장치들로 연출하고 있다. 개방성과 접근성 연계성 등

앞서 분석하였던 공공성 구현 특성 요소들을 그의 작업

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되었는지를 이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4. 헤르츠버거의 문화공간에 나타난 공공

영역의 구축방식

4.1. 사례 선정 및 분석 방법

네덜란드는 인근의 유럽 국가들에 비교해서 극장과 박

물관의 비율은 예외적으로 높으며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각 도시들은 경쟁하듯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수준

높은 공간을 소유하고자 하며, 박물관들은 기존의 공간

에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건축의 흐름과

더불어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공공성 구현을

추구하고 있는 헤르츠버거의 건축은 세 부분으로 살펴

볼 수 있는데, 주거공간과 사무공간, 교육시설과 관람 및

공연 등을 위한 시설로 묶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나뉜

다. 본 논문에서는 헤르츠버거의 문화공간 중 필자가

2010년 8월 네덜란드 여행을 통해 직접 답사를 할 수

있었던, 네덜란드에 건립된 관람 및 공연을 위한 시설들

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CODA, 브레다 도서관, 마칸트

극장, 브레덴부르그 극장, 오르페우스 극장, 스푸이 극장

등 7곳이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브레덴부르그 극장은

새로이 증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의 건축성향이 강하

게 반영된 만큼 도면 및 투시도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문화공간은 공연장, 도서관, 음악당 등이 포함되는 공공

성을 가지는 공간으로 사용자들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한 헤르츠버거의 다양한 건축적 특성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2절의 <표 3>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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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정리한 공공성 구축 특성 요소 분석틀을 통해 추출

한 7가지 요소로서 헤르츠버거의 문화공간이 공공성 구

현을 위해 어떠한 건축적 구축장치들을 통해 실현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4.2. 사례분석

(1) CODA

‘하우스 포 파인아트(House for fine art)'를 위한 전시

공간과 부속시설로 이루어진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인

CODA는 기존의 공공도서관, 시립문서고, 식당 등과 연

결되어 연계성과 다양한 접점을 통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연결된 기존 건물들과 내부의 중정을 만들

어 내고 있으며, 각 공간으로 연결된 외부 커튼월에 면

한 경사로는 단계적 이동을 통하여 외부와의 이질감을

완화시키는 매개적 특성을 가짐으로 전이성을 가진다. 1

층은 로비와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레스토랑이 위치한

2층까지 거리에 면하는 부분과 마주보는 중정에 면한 부

분이 좌우 커튼월로 이루어져 내외부의 연속성을 가지

며, 이동 경사로와 하늘색으로 처리된 기둥들에 의해 경

쾌한 느낌으로 내부에서의 다양한 행위를 유발하여 체류

성을 높이고 개방된 공간으로 인해 실내에 쾌적성을 높

이고 있다. 지면 아래에 위치한 전시공간은 천창과 구름

다리를 통해서 적절한 빛을 내부로 끌어들이면서, 시각

적 방향성을 주어 연속성 있는 지각을 경험하게 한다.

(2) 차세극장(Chassé Theatre)

브레다시의 구시가지 중심 광장에 위치한 Chassé 극

장은 19세기에 지어진 병영건물을 카지노가 관입되어 기

능적으로 공간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오래된 도

시의 스카이라인과 높이를 맞추어 부드러운 파동형의 지

붕으로 구성되어 매우 파격적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시

각적 연속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연출되었다. 거대한 캐

노피는 외부에서 내부로의 시선을 유도하여 내부의 개방

적이고 역동적인 로비로 자연스럽게 인도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출입구는 천정고가 낮은 매개공간을 두어서 외

부로부터의 변화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

러한 전실을 통해서 인포메이션 박스까지 실내외의 이질

감을 줄이는 전이성을 발견할 수 있다.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휴게 및 로비 공간은 물결치는 파동형의 높은 천정

과 그러한 높이의 차이로 만들어지는 입면의 창으로 들

어오는 빛, 계단과 공공영역 바닥의 붉은색 카페트, 강렬

한 색상의 높다란 기둥, 서로 엇갈려 연결된 브릿지들로

시선과 움직임을 유도하는 연속성과 반전적인 화려한 내

부의 요소들로 인해서 초현실적 초현실적인 공간으로

사람을 머무르게 하므로 체류성을 가지는 공간이 된다.

(3) 브레다 시립도서관& 음악센터(Breda Bibliotheek Muziek

centrum)

역시 브레다 구 시가지에 위치한 브레다 시립도서관&

음악센터는 두 개의 기능을 겸하는 복합공간으로서 기존

의 예술학교와 중정에 놓인 뽕나무를 둘러싼 형태로 연

계성을 가진다. 대로변에는 단절적인 해석을 통하여 공

간의 영역성을 높이고, 작은 골목을 이루는 몰렌거리

(Molenstraat)는 커튼월을 통한 개방적 해석으로 접근성

을 높였다. 사선을 이루는 커튼월과 내·외부를 관통하는

세 갈래로 펼쳐진 기둥의 한 가닥으로 지지되는 도로를

덮은 지붕은 행인들에게도 이 도서관의 내부 분위기를

공유하게 한다. 서고는 지면 아래에 위치한 선큰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내부의 이용자들은 아늑한 안정성을 느낌으

로 인해 둘러싸인 가운데 영역성을 가진다. 입구는 도서

관과 음악센터로 가는 각기 다른 프로그램처럼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다. 상승적인 도서관으로 가는 길과, 하강하

는 경사로로 연결된 음악센터 입구는 나란히 있지만 매

우 대조적인 인상을 주면서 긴 도입부로 인해 내부의 다

이나믹한 공간적 체험을 대비하게 하여 전이성을 가진

다. 실내 내부 곳곳은 방향성을 가지는 천창으로 인해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여 쾌적성을 가지면서, 지하1층에

있는 서고와 1층의 열람실이 유기적이며 다이나믹한 이

동통로로 공간은 시선의 연속성과 공간에 다양한 이동을

통한 체류성을 가진다. 음악센터의 열리고 닫히는 동선

과 더불어 반원형태의 콘서트홀은 아늑하면서 내부로 시

선을 집중시킨다.

(4) 마칸트 극장(Markant NV)

우덴의 중심광장에 위치한 마칸트 극장은 주변의 카페

와 식당건물과의 건물라인과 조화를 이루어 접근성을 높

였다. 전면 커튼월은 도심의 광장과 노천카페가 실내 가

로와 연속성 가운데 가로로 길게 연장된 지붕을 통해서

로비는 실내외의 경계가 모호하여 극장으로 잇는 매개공

간으로 전이성과 연계성을 가진다. 전면 커튼월을 관통

하는 기울어진 기둥은 지붕을 받치면서 내부의 대기 및

휴게공간에 규칙적인 사선을 만들어주면서 내부 공간에

서의 역동적인 이동과 시선을 연출하므로 시선의 교차를

통한 연속성과 이로 인한 내부의 활동을 꾀함으로 체류

성 있는 공간이 된다.

(5) 뮤직팔래스(Muziekpaleis)

위트레흐트광장에 위치하며 주변의 쇼핑아케이드와 통

합적 일부분을 이루는 실내가로는 접근성이 좋으며, 주

변과의 연계성을 가진다. 브레덴부르그 뮤직센터에 다양

한 음악장르 마다 각기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4개의

공연장을 증축하는 프로젝트로 각 공연장으로 연결된 공

용부의 공간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공연장 밖에

서의 이동의 자유는 공간의 체류성을 높인다. 기존의 뮤

직센터가 주변의 상황들과 어우러진 형태로 위치했다면,

새롭게 지어진 4개의 공연장은 육면체의 틀 안에 배치되

었다. 이러한 공연장의 다양성이 집약되어진 내부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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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례/개요 프로그램 입지적 특성 평 면 입단면 외부 실내 공공성 구축요소

Shelter for

culture

(CODA)

2000-2004

Apeldroon

Netherlands

뮤지엄,

휴게공간

카페

상점

· 저층부의 커튼월로 인한 접

근성

· 주변건물과의 연계성

· 시각적 개방과 다양한 볼거

리를 제공한 체류성

· 도서관 로비 상점 식당의

복합성을 통한 쾌적성

· 경사로 계단등을 통한 시각

적 연속성

· 지면아래의 아늑한 전시공

간연출 영역성

· 외부가로와 내부의 광장과

로비의 전이성

인근한 광장을 둘

러싸 건축 제한선

에 따른 건물의

외부형태결정:

연계성

하우스 포 파인아트

과장과 공공도서관,

시립문서고, 식당 등

과 맞물림 : 연계성

다양한 층에서의 개

방된 입면은 시선의

교차를 만들어 내고

다양한 볼거리제공 :

체류성

커튼월로 개방적인

저층부: 접근성/ 내

부의 광장과 휴게

공간: 쾌적성

외부가로 로비와 중앙에 놓

여진 광장 그리고 지하의

전시공간의 단계적 경계: 전

이성 다양한 동선의 교차와

각 층으로 오픈된 천장 광

장:연속성/지하에 위치 수평

적 상부 파티션 아래 가변

형 칸막이 영역성/ 가로지는

개방된 구름다리/ 천창

차세극장

Chaseé

theatre

1992-1995

Breda

Netherlands

공연장3,

콘서트홀1

극장2

바

· 내부로의 방향성을 갖는 전

면부의 접근성

· 주변건물의 관입과 연결을

통한 연계성

· 스킵 플로어로 구성된 시선

의 교차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 체류성

· 공연장과 휴게공간의 복합

적 구조 쾌적성

· 브릿지와 기둥 계단을 통한

시각적 연속성

· 내부로의 시각적 이질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매개적

경계 전이성

· 파동형 지붕과 역동치는 입

면 구조 영역성

브레다 구시가지,

시청과 19c 오래

된 병영건물 도심

의 스카이라인을

맞춤 :연계성

복잡한 대지에 공연

장은 나란히 배치되

고 로비로 연결 : 쾌

적성

출입구 부분의 안쪽

으로 좁아지면서 길

게 연결된 입구 전

이성

파동형 지붕으로 각

공연장과 로비가 유

기적인 형태로 형성

: 영역성

파동형의 지붕선들

과 파사드의 캐노

피가 외부로 열린

이미지 형성

: 접근성

유기적인 천장 & 강렬한

색채의 기등과 바닥:영역성

/ 다양한 방향의 브릿지&

스킵플로어의 휴게공간: 연

속성 쾌적성/ 유동적 관람

석 & 시야의 확보를 위한

좌석배치 쾌적성

브레다

시립도서관&

음악센터

Bibliotheek;

Breda:Muziek

Centrum

1991-1993

Breda

Netherlands

도서관

콘서트홀1

연습실 및

강습실

· 가로변에 기울어진 커튼월

로 가로와 지붕 공유 접근성

· 실내외 외부가로 연계성

· 정원으로 열려진 서가, 천

창과 브릿지 기둥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체류성, 연

속성

· 서고와 열람실 음악센터의

동선분리 및 공유 쾌적성

· 안락한 서고 실내공간연출

영역성

· 내부로의 시각적 이질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긴 출입

구 전이성

브레다 구시가지

대로변과는 분리

된 영역성을 가로

와는 커튼월로 개

방성: 접근성

브릿지로 처리된 입

구와 지면아래에 위

치한 음악센터 입구:

전이성 도서관과 예

술음악센터를 잇는

연결통로:쾌적성

지면 아래 서고와 1

층의 열람실이 오픈

된 천정과 구름다리

연속성 철골 트러스

기둥이 외부 가로와

교차 연계성

대로변에는 솔리드된

벽체와 Molenstraat로

기울어진 유리벽체

와 지붕 공유_내부

의 서가와 외부 가

로와 연결: 연계성

선큰 서고실(영역성)과 스

킵플로어 열람실, 휴게공간

이 있는 도서관은 내부의

뽕나무가 있는 작은 정원

으로 열려진 형태(영역성,

쾌적성)교차된 동선을 통한

다양한 시퀀스 천창으로

밝은 실내, 반원형태의 콘

서트홀(체류성 영역성)

마칸트 극장

Markant NV

1993-1996

Uden

Netherlands

공연장

다목적 로비

(전시공간)

· 가로변에 기울어진 커튼월

로 가로와 지붕 공유 접근성

· 기존 가로와의 건축제한선

을 통한 연계성

· 가로지르는 계단은 다양한

시선의 교차 체류성 연속성

· 갤러리와 휴게를 겸한 로비

쾌적성

· 닫힌 공간인 공연장 (영역

성)과의 중간적 매개기능을

하는 로비 전이성

우덴의 중심광장

에 위치 주변의

카페와 식당건물

과 건물라인 맞춤

연계성

공연장 삼면을 감싸

는 전체가 커튼월

로 개방된 로비: 연

속성

2층 관람석 입구까지

개방된 높은 천정고

와 도로면으로 기울

어진 전면으로 구성

된 로비는 휴게공간

이자 갤러리로 활용

쾌적성

사선으로 기울어진

커튼월 파사드는 구

도시와의 맥락성을

가진 공공광장의 연

장선상: 연계성/ 커

다란 차양을 가로와

공유 접근성

개방된 공간을 가로지르는

브릿지와 계단은 다양한

시선의 교차 체류성 연속

성/ 2개 층 관람석을 가진

일자형 공연장. 각진 모서

리를 가진 벽체 아래 간접

조명. 차분하게 구성영역성

뮤직팔래스

Muziekpaleis

2003-2013

Vredenburg

Utrecht

Netherlands

기존 공연장

추가되는

공연장4

· 가로변과 외부로 열려진 커

튼월 접근성

· 기존 건물과 새로 증축된

공연장들과 연계성

· 오픈된 로비의 계단과 연결

공간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체류성 연속성

· 각 공연장과 휴게 및 로비

공간의 유기적 연결 쾌적성

· 원형 공연장과 반원형의 실

내악 공연장: 영역성

위트레흐트 광장

에 위치 도시와의

통합적인 일부분

으로 흡수 쇼핑아

케이드와의 연결

접근성, 연계성

각기 다른 컨셉의 5

개의 공연장이 공유

공간인 로비와 휴게

공간으로 연결: 쾌적

성

음악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디자인의 홀

들이 집약된 공간으

로 볼거리 제공

체류성

기존의 공연장과

중축된 부분은 두

개의 볼륨을 가진

형태로 대비. 가로

와 외부에 개방된

로비 및 휴게공간

은 개방감

공연장들을 연결하고 모아

주는 스킵플로어 로비와 계

단의 연계성, 연속성. 기존

공연장과 실내악 공연장은

원형적 배치로 연주자와 청

중을 밀접하게 하여 집중도

높은 영역성

<표 6>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문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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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례/개요 프로그램 입지적 특성 평 면 입단면 외관 실내 전시장 또는 극장

오르페우스

극장

Orpheus

Theatre

1999-2004

Apeldoorn

Netherlands

기존 공연장

식당+공연장

카페 회의장

· 아름드리 큰 나무로 문화공

간으로 구분 영역성

· 기존 가로와의 건축제한선을

통한 연계성

· 신구공간을 연결하는 로비와

휴게공간의 천창과 재료의

구분 체류성 전이성

· 카페 레스토랑 컨퍼런스 공

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공유공간의 천창 강렬한 색

채의 카페트 쾌적성, 영역성

연속성

· 나무와 수공간에 의한 입구

의 긴 방향성 전이성

큰 나무들과 수공간

으로 도심과 거리를

두고 위치 맞닿은

교회와 대비: 영역성

기존의 공연장의

반대편에 새로운

공연장을 배치하고

긴 휴게공간으로

연결 전혀 다른 분

위기가 휴게공간을

통해 매개역할 연

계성, 전이성

공연장은 원형의

굴곡진 지붕을 가

지고 있으며, 그

위치에 관람석을

배치

· 영역성

기존 공연장과 증축부분

의 구별된 입구/ 외부부

터 수공간과 나무로 방향

성을 가지는 출입구(전이

성) 낮은 지붕과 곡선 지

붕과 재료적인 부분에서

도 육중한 콘크리트와 가

벼운 느낌을 주는 철골

및 유리로 대비.

이동하는 통로와 계단 부

분에 천창을 통해 동선을

유도하고 밝은 실내를 연

출(연속성, 쾌적성, 체류

성) 바닥의 포인트가 되

는 색상의 카페트가 다양

한 이동을 이끈다. 영역

성, 체류성

스푸이 극장

Spui Theatre

1986-1993

Spui

Netherlands

영화관1

공연장2

비디오센터

카페

상점

아파트

· 인근 교회와 주변 건물과의

어우러짐 연계성

· 내부로 향하는 주 출입구(접

근성)를 향하는 벽체와 아늑

한 지면으로 다운된 영역성

· 영화관과 공연장의 중간적

매개기능을 하는 다양한 기

능을 하는 로비 및 휴게공간

쾌적성 체류성

· 로비를 가로지르는 경사로와

계단 연속성

인근교회의 시선을

가리지 않는 연계성

로비와 가로의 경

계를 최소화하며

내부에 로비가 차

츰 확장 환영하는

이미지 접근성

로비와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전

실은 지층에서

내려감으로 더욱

아늑하게 하고

(영역성),

인근 주택들과 유사한

색채와 네이베교회의 경

관을 막지 않기 위해 둥

근형태의 매스 (접근성)

경사로 계단부분은 천창

은 밝은 분위기를 연출

영역성/ 다목적 로비는

오디토리움으로도 사용

바 및 휴게공간을 겸함

쾌적성 체류성

<표 6>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문화 공간

습은 스킵플로어와 과장되어진 계단으로 연결되며 붉은

색 벽체는 연속성과 영역성이 있다. 커튼월은 외부로 로

비공간이 개방되며 각 공연장의 다양한 매스들로 연출된

공공영역은 즐거운 볼거리로 체류성이 높고, 층고 높은

실내 가로는 쾌적하다. 개방적인 공공영역과 대조적으로

헤르츠버거의 기존 클래식공연장과 증축된 실내악공연장

은 원형극장형태로 화자와 청자의 거리를 최소화한 시선

의 집중시키는 영역성을 가진다.

(6) 오르페우스 극장 (Orpheus Theatre)

알펜두른의 도심과 거리를 두고 위치한 이 공연장 역

시 기존의 공연장에 새로운 공연장이 증축된 프로젝트로

서 성격이 서로 다른 공연장은 공공영역에 의해 유기적

연결로 연계성을 가진다. 콘서트홀과 휴게실 카페 회의

장들이 새롭게 계획되어 공용 공간에서의 다양한 행위들

이 이루어지도록 연출되었다. 이는 관람객을 머무르게

하는 체류성이 있는 공간이 되며, 기존의 어두웠던 식당

공간과 회의센터이 보수되어 개방감 있는 서비스공간은

쾌적성을 높인다. 기존 공연장의 육중함과는 대조적인

곡선이 강조된 메탈로 마감된 새 공연장을 휴게공간과

식당이 연결하므로 변화를 완충하는 전이성을 가진다.

새롭게 증축된 로비와 공연장 입구는 기존의 콘크리트

매스의 입구와는 다르게 외부의 나무들과 같은 축선상에

서 길게 연결되어 유리커튼월로 개방적인 접근성을 제공

하며 내부의 화려한 마감재와 방향성을 가지는 천창을

통해 관람석으로의 이동을 자유롭게 이끄는 연속성 있는

공간이 된다. 수공간과 일렬로 심긴 나무는 인근 주택가

와 시각적으로 분리된 영역성을 가진다.

(7) 스푸이 극장 (Spui Theatre)

네덜란드 스푸이 광장 건너편에 위치한 이 극장은 주

택과 문화공간이 공존하는 복합건물로 두 개의 성격이

다른 개별 된 입구를 가진다. 광장에 위치한 다른 화려

한 문화시설과는 다른 인근의 주변 건물들과 유사한 마

감재와 형태로 조화를 이루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둥근형태의 매스는 인근의 네이베 교회의 조망

권을 확보하기 위한 형태다. 로비와 가로와의 경계를 극

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단계적인 긴 통로는 경계를 모호

하게 해서공간에 대한 경계심을 없애 전이성이 있는 입

구를 연출한다. 내부로의 광장은 환영의 이미지를 선사

한다. 중앙 로비와 영화관 앞에 위치한 전실 공간은 복

합적인 기능의 바(Bar)와 오디토리움(Auditorium) 역할

도 겸하여 내부의 이용을 활발하게 한다. 이는 체류성과

공간의 쾌적성을 높이는 역할이 된다. 경사로와 계단실

에 의해 오픈된 로비공간은 다양한 시선들의 교차들이

이루어져 시각적인 연속성을 이룬다.

5. 결론

헤르츠버거는 공간이 사적 혹은 공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공간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실

생활에서 이러한 공간들을 경험함에 있어서 점진적인 영

역의 변화를 가지는 중간적인 사이공간이 필요하다고 역

설한다. 공과 사는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에 반공적(semi-public)혹은 반사적인(semi-private) 공

간이 끼어들어서 점진적인 영역의 성격 변화가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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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커튼월을 통한 개방적인 실내와 내부로의 방향성을 갖는 전

면부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동선유입을 유도하고, 가로까지

길게 연장된 지붕선을 통해서 실내외의 공유성을 높여서 내

부를 친근하게 연출

쾌적성
기능적인 동선분리 및 공유를 통해 편리성을 높이고, 밝은

실내의 연출을 통하여 쾌적성을 높이고 있다.

연계성
기존의 주변 건물의 관입 또는 통로로 연결함으로써 기존과

의 단절이나 분리가 아닌 연계적 관계를 이룬다.

체류성

층간의 시각적인 개방과 다양한 볼거리, 다양한 요구에 부

합하는 기능들을 배치하므로 내부 공간에 머무름을 증대시

킨다.

연속성

방향성을 가지는 긴 직사각형의 천창, 과장된 계단이나 브

릿지, 다양한 색채를 지니는 기둥들, 강렬한 색채의 바닥 카

페트, 파동치는 천정의 곡선 등이 교차되거나 수직적인 시

선을 유도하여 공간을 연속적으로 체험하게 한다.

전이성
출입구로 향하는 길게 확장된 통로와 실내외를 연결하는 낮

은 층고를 가진 전실

영역성

실내공간은 지면보다 낮은 공유공간이나 홀을 형성하여 아

늑한 영역성을 연출한다. 외부의 개방된 커튼월과는 별도로

조경을 통한 시각적 분리를 통하여 영역성을 강조한다.

<표 7>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의 공공성 구축 특성

데, 이러한 것이 공공영역의 설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19) 이러한 반공적 반사적인 공간은 건

물의 홀, 로비공간이나 중정 등과 같은 매개적 사이공간

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의 문화 공간에서 기능에 해당하

는 극장이나 공연장만큼 중요한 공간으로 설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공공성 구축 요소들의

특성을 접근성, 쾌적성, 연계성, 체류성, 연속성, 전이성,

영역성 등 7가지로 추출하여, 헤르츠버거의 문화 공간 7

곳을 분석한 결과, 반복적 방법들이 발견되었다.

서로 다른 기능과 성격이 다른 공간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방되고 강조된 진입과 연결통로를 통해서

연계성을 가지며, 외부와의 개방감을 줄 수 있는 유리커

튼월은 중앙 로비나 대기공간이 중간적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휴게 및 대기공간에 다양하고 복

합적인 기능을 배치하므로 편리성을 높이고, 천창과 커

튼월은 밝은 실내를 연출하여 공간의 쾌적성을 증대시킨

다. 넓은 계단실과 이동 공간 곳곳의 넓은 홀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들, 오픈된 로비를 가로지르는 브

릿지, 방향성을 가지는 긴 천창 등은 다양한 볼거리를

주어 체류성을 높이고 공간의 연속성을 가지며, 지면아

래에 위치하여 둘러싸인 느낌을 강조된 도서관 서고나,

극장 전실은 영역성을 증대시킨다. 또한 내부로의 진입

을 길게 강조한 도입부가 긴 입구는 변화를 완화시켜 전

이성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다양한 시각적

볼거리를 가진 내부와는 대조적으로 외부는 도시의 스카

이라인을 맞추거나 인근의 건물들과 유사한 마감 등 단

순하고 소박한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그의 건축 특징이다.

건축의 공공성은 건축공간을 통해 의사소통의 장을 형

19) 헤르만 헤르츠버거, 안진이,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수업, 효형출

판, p.33

성함으로서 새로운 공공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분석한 헤르츠버거의 문화

공간에서도 사회적 관계성을 유도하고 다양한 만남을 유

도하는 공통된 건축적 어휘들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것

은 궁극적으로 공간의 활성화를 꾀하는 건축요소를 통하

여 체류성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성 구현을 위한 하나의

해답으로 헤르츠버거의 문화공간에 나타난 공공성 구축

요소의 특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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