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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rn architecture tends to split the everyday life and the space of human. Position of architecture should b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 need. It will be study on the everyday life of architecture from

architecture and everyday life of human relationships. Based on this study, it makes clear the visual aspects of

architectural experience to acquire spatial tones for analyzing architectural Everyday-ness. In this case, Portugal's

modern architectural space was impressing, because of the construction of local color and architectural vocabulary

of the Everyday-ness. Therefore, the Everyday-ness of Architecture by relationship analysis reveals the space of

these spatial tones.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Everyday-ness of architecture be analyzed of simplicity, purity,

locality, reminiscent, continuity, and transition, etc. Expression elements of spatial tones can be derived into five

classes such as light, color, material, pattern (texture), and depth. In conclusion,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Everyday-ness and expression elements of spatial tones consist of configuration matrixes to analyze the spatial

tones of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Portugal.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spatial tone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Portugal are background-ness, one-ness, and inherence. I hope this

study will be applied to the basic data of the architectural Everyday-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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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의 건축은 개념화 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감성

과 접점은 사라져가고 그 자체로서의 의미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공간을 담는 건축의 의미는 축소되고 형태

를 강조한 막강한 권력의 건축만이 인간의 주변에 늘어

서고 있다. 근대에 들어서 현재까지도 개념적인 건축은

계속 늘어나는 흐름이다. 건축만큼 차갑고 추상적인 형

태를 취하는 예술도 없지만, 동시에 건축만큼 인간이 태

어나고 죽을 때까지 인간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예술도 없다.1)

그만큼 건축은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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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담아내어 건축 자체로서 의미를 잃지 말아야 한

다. 다양한 의미로 건축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

가 일상을 담는1)그릇의 역할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접점의 역할로서 그 의미를 가져야 한다. 세계에는 다양

한 인류가 존재하고 그들만의 역사를 간직하고 발전시키

며 일상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세

계는 다양한 인류의 생활방식은 사라져가고 글로벌화라

는 명목으로 개개의 일상이 없어지고 있다. 건축의 다양

성이 사라져가는 이유일 것이다. 일상은 인간이 지닌 지

문처럼 개개인의 고유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다. 이러한 일상을 통해서 다양한 건축의 형태가 나타나

게 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나 지역이 존재하

지만 서유럽, 그중 포르투갈에 주목한다. 이유는 역사적

으로 포르투갈만큼 다양한 민족이 교류하고 양식적 변화

1) S.E. Rasmussen, Experiencing Architecture, 건축예술의 체득, 선

현종외 역, 2판 2쇄, 야정문화사, 서울, 2010,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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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대적 사건이 일어난 곳은 없을 것이다.2) 이러한 변

화 속에서 이들의 일상이 유지되어온 과정과 또한 현대

에 이르러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주목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세계적으로 이들의 건축은 프

리츠커(Priztker) 건축상 수상과 각 미디어에 지역적인

연속성의 언어로 소개되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축의 본질로써 일상, 일상성에

관계된 건축의 언어를 포르투갈의 건축을 통해 조사, 분

석하여 공간적 톤의 표현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일

상성과 관계된 건축적 특성을 밝히고 건축이 인간과의

관계를 재정립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 향후의 건축

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일상성의 필터는 일상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각기

다른 일상을 영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의 일상적

인 역사나 환경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앞에서 밝힌 바

와 같이 포르투갈의 공간적 톤을 건축의 일상성을 통해

연구하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일상적 역사와 환경, 건축

의 배경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에서 일상성

에 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일상성의 해석과 이 해석이

건축공간에 적용되고 정의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표현특

성을 도출한다. 이러한 건축습득의 방법 중에 나타나는

공간적 톤(tone)을 정의하고 표현요소를 도출할 것이다.

도출된 건축의 일상성의 공간화 표현특성과 공간적 톤의

표현요소를 매트릭스로 구성하여 분석에 대한 기준을 마

련하고 사례에 적용하여 건축의 일상성에 나타난 공간적

톤이 실제에서 분석되는 과정을 정리할 것이다. 연구에

중심이 되는 공간은 현대의 포르투갈 건축 작품으로 선

정하고 시대별로는 1950년대4) 이후에 주도적으로 포르

투갈 건축을 이끈 4인 작품을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다.

작품 대상은 수상경력이 있는 작품을 위주로 선정하였

고5) 2010년 본 연구자가 포르투갈 건축답사로 방문한

작품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고 작품 및 지명표기는 원

어표기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례별로 분석이미지를 구

성하고 도출된 분석틀을 통한 현대 포르투갈 건축의 공

간적 톤의 표현특성을 밝힐 것이다.

2) 김용재·이광윤, 포르투갈. 브라질의 역사 문화 기행, 부산외국어대

출판부, 2008, p.27

3) 사례로써 알바로 시자(1992년 수상), 에두아르도 소뚜 드 모우라

(2011년 수상) 들 수 있다.

4) 살라자르 집권기. 경제적 부흥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토대로

대규모 건축 발전 계획을 세움으로써 건축 환경을 변화시킨 계기

가 됨.

5) 알바로 시자, El Croquis no.68+69+95, p.5과 no.140, p.5 & 에두아

르도 소뚜 드 모우라, El Croquis no.124, p.5과 no.146, p.5 & 아이

레스 마테우스, El Croquis no.154, p.5

2. 포르투갈의 일상적 배경과 건축 특성

일상성의 중요한 점 가운데 일상의 주체에 대한 역사,

문화, 지역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포르투갈

의 배경과 건축 전반을 살피려 한다. 일상성의 분석은

그들의 일상 프레임에서 작동하므로 그 지역의 고찰은

필수적인 것이다.

2.1. 포르투갈의 일상에 나타난 환경

(1) 일상의 환경으로서 지리적 특성

지형적으로는 동쪽과 북쪽으로 스페인과 경계를 이루

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대서양과 남쪽으로는 지중해와

접해 있다. 유럽의 최서단에 위치한 포르투갈의 전체적

인 윤곽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포르투갈은 좁

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6) 본토는 중앙을 가로질러 흐르는 떼주강(Teju)에

의해 양분되고 있다. 떼주강 북부지역은 주로 산악지대

로 산, 고원, 계곡, 해안평야가 있어 기복이 심한 편이며,

남부지역은 건조한 평원지대로, 대부분이 구릉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포르투갈은 상이한 기후7)와 자연환경으

로 인해 북부, 중부, 남부 등 지역에 따라 화강암, 편암,

적갈색의 어도비(Adobe) 벽돌로 지은 형태와 회벽으로

마감한 주거형태가 나타난다.

<그림 1> 포르투갈의 일상적 환경

(2) 일상의 환경으로서 민족적 특성

포르투갈인의 구성은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한 다양한

민족들에 뿌리를 두고 오랜 역사를 통해 여러 인종들이

혼합되어 있지만 현재는 거의 동족국가에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8) 또한 12세기부터 국가를 형성하였기에 유럽의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난 동질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접하면서

강인하고 깊은 뿌리를 가진 국민성과 타인에게 친절한

민족성이 형성되었다.

6) 김용재·이광운, Op. Cit., p.21

7) 기후는 북반구의 남쪽에 위치할 뿐 아니라, 대서양에 인접해 있어

전반적으로 4계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기후가 온화하며, 겨울

은 온난. 습윤, 여름은 비교적 기후변화가 없으면서 건조하다고 할

수 있다.

8) 이베리아 반도는 유럽과 아프리카, 지중해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

로 일찍부터 켈트, 게르만, 그리스, 아랍, 로마 문화 등 다양한 문

화를 수용하였다. 그 중에서 로마 문화는 가장 깊고 오래된 영향

을 끼쳤다. 6세기에 걸쳐 진행 된 로마화는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이베리아 반도 문화의 근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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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적인 스페인 민족과는 달리 포르투갈 민족은 상당

히 여성적이며, 언어, 문화, 기질 등 다양한 요인과 연관

시켜 볼 때 서정적 향수주의자로 묘사되고 있다.9) 이런

포르투갈인의 성격을 잘 대변하는 단어가 사우다드

(Saudade)이다.10) 포르투갈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파

두(Fado)에 깊게 깔린 정서이며 대항해시대 이후 번성했

던 그들의 황금기를 그리워하며 그리움의 한과 같은 정

서가 민족성 깊이 자리하고 있다.

환경 특성 영향

지리적

이베리아 반도

남북으로 긴 형태

대서양에 인접

상이한 기후

다양한 지질

다양한 지형

다양한 주거형태

민족적

로마, 이슬람 등 영향

대항해 시대의 중심

격변의 역사

다양한 민족성

여성적 민족성

향수적 민족성

사우다드

파두

다양한 건축양식

<표 1> 포르투갈의 일상적 환경과 특성

2.2. 포르투갈 건축의 흐름과 특성

(1) 1950년대 이전의 포르투갈 건축11)

포르투갈의 건축은 12세기 유럽에서 들어온 기사들에

의해 유입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

다. 이전 시대의 건축적 영향은 로마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8세기 이후 12세기 까지 오랫동

안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했던 이슬람 시기에도 건축과

과학은 발전하였다. 그래서 로마와 이슬람의 건축적 양

식은 이후 건축에 많을 영향을 주었다. 12세기의 로마네

스크 양식은 주로 교회나 수도원 같은 종교 건축물에 반

영되어 있다.12) 그 특징으로는 크기에 있어 스페인이나

프랑스와 비교할 때 규모가 작으며, 지중해 문명, 특히

이슬람 예술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13세기에 들어서면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고딕양식의 웅장한 교회건축이 발달

하기 시작한다. 고딕 양식은 15세기까지 오랫동안 포르

투갈 건축의 주를 이루는데, 14세기말 건축된 바딸야 수

도원은 축성과 같은 건축에도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마누엘 양식(Manuelismo)13)이라 불리는 포르투갈만의

독자적인 건축양식의 태동에 큰 기여를 하였다.

9) 김용재·이광운, Op. Cit., p.26

10) 자신이 지냈거나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 사람과 사물 등 복합적인

것에 대한 향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슬픔, 한없는 그리움, 우울, 동

경, 이룰 수 없는 사랑 등 여러 감정이 혼합되어 복잡한 의미를 지

니고 있는 단어로 포르투갈인들 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정서이다.

11) Walter Crum Watson, Portuguese Architecture, Limited, London

Archibald Constable and Company, 1908 내용을 바탕으로 고찰함.

12)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브라가, 꼬임브라, 리스본, 에보라 같은 카톨

릭 교구의 중심지에 세워진 대성당들을 들 수 있다.

13) 그의 이름을 따 후에 마누엘 양식으로 알려지게 된다. 해양진출에

대한 찬양을 목적으로 신발견지의 이국주의가 혼합된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인 마누엘 양식의 대표적인 모티브는 일반적으

로 건물 정면에 고리모양의 지구의, 국가 상징인 그리스도의 십자

가, 동 마누엘 왕의 문장을 들 수 있다. 이외 해초, 산호, 꼬여져

있는 밧줄 등 바다와 선박과 관련된 소재를 사용하여 창문을 장식

했다.

15세기 해양진출 전성기에 포르투갈을 통치하였던 동

마누엘은 바스꾸 다 가마가 인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동방의 향료 무역으로 얻은 부를 바탕으로 독특하고

현란한 장식을 결합한 후기 고딕양식의 대형 건물을 짓

도록 하였다. 1501년 건축을 지시하여 대역사가 시작된

제로니무스 수도원은 처음 후기 고딕양식을 기초로 설계

되었으나, 이후 르네상스 양식을 도입하여 완성되었다.14)

15세기 말 포르투갈 사원의 건축은 르네상스 양식에

의한 매너리즘의 도입으로 과거의 외형적인 과시보다 기

능적인 측면에 바탕을 둔 선을 중시하게 되었다. 매너리

즘은 이후 18세기 바로크가 시작되기까지 유행하며 주요

성당건축에 영향을 끼쳤다. 18세기 브라질에서 유입된

금을 통해 풍요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된 포르투갈 건축

의 바로크가 시작된다. 바로크 양식은 내부 장식에 있어

서 도금한 조각인 탈야,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타일, 특

히 아줄레주(Azulejo)15)를 이용한 화려하고 섬세한 장식

사용과 포르투갈 특유의 감성이 더해 건물 내부를 조화

롭고 대담하게 배합한 것이 특징이다.

건축양식 건축특성 사례

12세기이전
로마 양식

이슬람 양식

로마의 영향을 받아 신전양식의

건축특성이 보이고 이후 이슬람

양식의 건축특성이 나타난다.

Roman Temple, Évora

12세기경 로마네스크

크기에 있어 스페인이나 프랑스

와 비교할 때 규모가 작으며, 지

중해 문명, 특히 이슬람 예술의

영향을 받았다.
Cathedral of Coimbra

13세기경 고딕양식

수도원을 중심을 웅장한 규모의

건축이 나타난다. 높은 공간감과

고딕양식의 공통점이 나타난다.

Alcobaça Monastery

14세기∼

15세기
마누엘 양식

해양진출 전성기에 포르투갈을

통치하였던 동 마누엘은 독특하

고 현란한 장식을 결합한 양식

을 보인다.
Jerónimos Monastery

15세기∼

17세기

르네상스 양식

매너리즘 양식

매너리즘의 도입으로 과거의 외

형적인 과시보다 기능적인 측면

에 바탕을 둔 선을 중시한다.
Church of São Roque

18세기경 바로크 양식

식민지의 개척을 통한 부의 획

득으로 화려하고 섬세한 장식사

용으로 건물 내부를 조화롭고

대담하게 배합한 것이 그 특징

이다. Palácio do Raio in

18세기∼

1950년대

뽕발양식

신고전주의양식

아르누보양식

프랑스와 이태리의 영향을 받은

신고전적 표현이 강하고 1755년

뽕발스타일이 주를 이룬다. 이후

신고전주의의 양식과 신낭만주

의의 양식이 복합적으로 나타남 Praça do Comércio

<표 2> 1950년대 이전의 포르투갈 건축의 흐름과 특성

14) 포르투갈 건축은 마누엘 양식으로 인해 르네상스 양식의 도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르네상스가 예술 및 지역 전반에 미친 영향

으로 도입되었는데 주로 프랑스 건축가들에 의해 도입되었다.

15) 이슬람의 양식과 기술에 영향을 받아 제작된 포르투갈의 특유의

타일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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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크 양식은 화려함과 독특함, 그리고 역동성이 혼

합되어 있다. 바로크에 이어 신고전주의 양식이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지속된다. 프랑스와 이태리의 영향을

받은 이 건축양식은 특히 1755년 대지진으로 파괴된 리

스본이 뽕발(Pombal) 후작에 의해 재건될 때 기초가 되

었다.16) 19세기 초에 들어서 고대부터 중세까지의 과거

양식에 대한 기호가 낭만주의와 더불어 포르투갈에 유입

되었다. 그 결과 마누엘 양식이 다시 부활하고, 이슬람

예술의 영향을 받은 건축물도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후 신낭만주의와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발전한 낭만주

의 양식은 20세기 들어 새로운 양식인 아르누보와 함께

포르투갈 전국의 도시에 영향을 주었다.

(2) 1950년대 이후의 포르투갈 건축

신-국가 건설추진정책으로 인해 1930∼1940년대의 포

르투갈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벗어나

공공질서가 회복되는 사회적 안정기를 맞는다.17) 정치권

의 안정과 변화의 주도로 1950년대에 들어서 포르투갈

건축은 기존의 양식과 결별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

한다. 특히 새로운 건축학교와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

포르투갈의 건축은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하였다.18) 1974

년 혁명이후 국제적인 스타일이 건축에 도입되었다. 포

르투갈 근대 건축의 선구자라 불릴 수 있는 페르난도 타

보라(Fernando Tavora)19)는 1951∼1959년 사이 C.I.A.M.

에 영향과 국가적인 도시정책에 주도적인 역할로 포르투

갈의 모더니즘의 뿌리를 내리게 한 건축가이며 주로 과

거와 현대의 건축적 상황을 지역적인 맥락으로 해석하며

건축화 시키려 노력하였다.20) 그에게서 영향을 받아 포

르투갈의 지역적 모더니즘을 발전시킨 건축가로는 알바

로 시자(Alvaro Siza)21)가 있다. 알바로 시자는 1963년

첫 번째 작품인 보아-노아(Voa-Noa) 레스토랑을 발표한

다. 이후 작품 활동을 계속하면서 현대 포르투갈의 건축

적 언어를 발전시키고 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시

자는 건축의 진화는 연속적인 과정이며 역사의 물리적인

목표를 잃지 않는 접근 방식의 연속적인 집중으로 항상

특정한 사건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시자의

16) 포르투갈의 뽕발 백작은 재건의 모델로 파리의 도시 건축을 이용하

였다. 리스본 시내의 꼬메르시우 광장에서 그 자취를 찾아 볼 수

있다. 리스본의 시가지는 이 당시에 축조된 건축이 주를 이룬다.

17) 살라자르의 독재시대로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안정으로 해석.

18) 1974∼1976까지 운영된 SAAL기구에서 알바로 시자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구의 목적은 포르투갈의 카네이션 혁명이

있고 얼마 있지 않아 증가된 인구와 빈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 조직된 운영체인데, 당대 능력이 있는 예술가와 사업가들이 참

여하여 미래의 포르투갈 주거에 대한 개선방향과 실제적인 도움을

위해 연구하였다. 이들의 주된 논점은 건축으로서 형태와 도시환

경과 문화적인 측면으로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19) 포르투갈 태생(1922∼2005), 포르투갈 건축의 메카인 포르토(Oporto)

건축대학의 설립자

20) http://www.infopedia.pt/$fernando-tavora

21) 1933∼, 1992년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

작업은 이러한 사건의 연속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시자가 관심을 지니고 있는 또 다른 핵심은 당시

사라져가고 있는 장인 기술의 발전으로 지역적 모더니즘

의 새로운 대안으로 건축에서의 중대한 변화를 도모하게

된다.22) 시자의 뒤를 이은 건축가는 소뚜 드 모우라

(Eduardo souto de Moura)23)이며 포르투 조형 예술 학

교에서 알바로 시자와 함께 페르난도 타보라의 제자였고

알바로 시자의 건축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

게 그들의 언어를 익히게 됨으로써 타보라와 시자의 건

축적 언어를 배우게 된다. 소뚜 드 모우라는 1981년 포

르토 문화 센터 공모전에서 당선한 이후에는 독립적인

자신의 작업을 해오고 있지만 꾸준하게 선배 건축가와

소통을 통해 포르투갈 건축의 맥을 이어나가려 보인다.

현재는 포르투갈에서 타보라와 시자의 맥을 이어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는 다음 세대 건축가로 자리하고 있

다.24) 소뚜 드 모우라의 뒤를 이은 건축가는 아이레스

마테우스(Aires Mateus)25) 형제 건축가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하우스 알렌쿠어(House in Alenquer)라는 작품으

로 알려졌는데 이는 오래된 건축과 새로운 건축의 연속

성에 관한 해법으로 접근한 작품이다. 자연적인 건축어

휘의 해법, 오랜 전통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포

르투갈의 건축유전자를 가지고 있다.26)

활동시기 건축 배경 건축특성

Fernando

Tavora
1922∼2005

C.I.A.M.의 건축적 영향 받음

모더니즘의 건축

지역적 환경의 고민

국가적 도시계획에 주도적 참여

지역성

전통성

연속성

모더니즘

Alvaro

Siza
1933∼현재

타보라의 건축영향-오포르토 대학에서 교육

알바 알토의 건축적 영향

도시건축 및 국가건설 계획에 주도적 역할

연속성

지역성

순수성

단순성

기술성

Eduardo

Souto de

Moura

1952∼현재

타보라의 건축영향-오포르토 대학에서 교육

알바로 시자와 사무실 운영

선배건축세대와 끊임없이 교류

지역성

연속성

단순성

서정성

Aires

Mateus

Manuel Rocha

(1963∼),

Francisco

Xavier(1964∼)

고건축의 예민함

지역적인 건축표현에 중점

자연현상의 건축어휘 연구

지역성

연속성

자연성

<표 3> 1950년대 이후의 포르투갈 건축의 흐름과 특성

(3) 현대 포르투갈 건축의 특성

현대 포르투갈 건축가들은 과거 역사 유물에 잠재되어

있는 요소를 이용하여 건축언어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래된 중세도시의 특성과 건축적 요소가 포르투

갈 건축가에게서 현대적인 어휘로 나타나게 된다. 포르

22) Fernando Marquez Cecilia y Ricahrd Levene architecto, El

Croquis no.140, Alvaro Siza, Spain, 2009 인터뷰 내용 참고

23) 1952∼, 2011년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

24) http://webzine.arko.or.kr/sub5/content_3513.jsp

25) Manuel Rocha(1963∼), Francisco Xavier(1964∼)

26) Fernando Marquez Cecilia y Ricahrd Levene architecto, El

Croquis no.154, Aires Mateus, Spain, 2011 인터뷰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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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갈은 전통적으로 건축가들이 도시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포르투갈 전역에

있는 성이나 요새, 궁전, 수도원 등의 역사적 유산을 포

우자다(Pousada)로 개축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기 시작했다.27) 페르난도 타보라로부터 연결된 지역적

모더니즘의 색채는 알바로 시자에 넘어오면서 더욱 발전

하게 되고 이후 포르투갈의 건축언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알바로 시자

의 건축언어는 단순성을 강조하고 빛의 의한 공간감을

이용한 표현적 언어를 구사한다. 소뚜 드 모우라의 건축

언어는 지역적이며 보편적이고, 과감하며 소박하고, 강력

한 권위와 친근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소뚜

드 모우라의 공간은 시와 같아서 한눈에 전부를 볼 수

없다. 모두 보았다고 생각한 순간에 다른 모습을 꺼내놓

는다. 아이레스 마테우스 형제의 건축언어 또한 이들의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자연 침식현상, 과거 역사의 유물

을 이용한 섬세한 조절 등 타보라와 시자의 언어에서 이

어온 역사와 자연, 지역의 언어가 이들의 건축언어에 깊

게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표현요소 표현내용 일상의 이미지

지역성

재료

프레임

색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 환경을

해치치지 않고 풍경을 이용한 프레임

활용. 주거건축에 사용하는 주재료와 마

감 재료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회와 흙,

석재를 이용하여 구축한다.

흙바름, 고유색, 로마 이슬람 영향

연속성

형태

볼륨

질감

지리적 역사적 컨텍스트와 관련된 형태

의 유형. 형태에 따르는 공간의 볼륨감

을 강조. 역사의 흔적을 이어 현재의 건

축 언어로 활용하여 연속성을 강조함

역사배경, 고건축성, 공간시퀀스

단순성

볼륨

매스

빛

재료와 컨텍스트의 연속성을 갖는 형태

이외의 요소는 배제.

빛으로 볼륨감의 단순성을 강조. 매스는

단순하게 적용하여 입체감을 강조한 것

이 특징이다.

두꺼운 벽, 단순한 덩어리, 입체감

자연성

지리

자연

지형

자연적 현상과 변화에 순응하는 어휘의

선택. 지리적인 변화에 상응한 건축어

휘. 자연에서 경험하고 연상될 수 있는

형태적, 시간적인 요소가 건축어휘로 사

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형응용, 재료와 색감, 자연모사

<표 4> 현대 포르투갈 건축의 특성과 일상의 이미지

많은 역사의 고건축을 통해 얻어진 감성과 지역적인

환경을 관찰하여 건축의 언어로 발달한 것이 포르투갈

건축의 특성으로 자리 잡고 보다 넓은 관계를 갖기 위해

27) 포우자다는 본디 국가에서 운영되던 포르투갈의 고급 전통 숙소를

일컫는 말이다. ‘호텔처럼 보이지 않는, 안락한 호텔’로 시작한 포

르투갈의 포우자다는 2003년 민영화되었다.

서 숙성된 도시의 건축적 모티브 또한 이들 건축언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모던한 건축언어를 기본

으로 하고 있지만 역사와 지역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그들의 작품 속에 나타나고 있다. 건축을 마감하

는 백색의 언어는 전통주거에서 사용하던 회벽의 색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또한 자연의 순환과 현상, 작

용들에 대한 건축적 아이디어 또한 이들의 건축어휘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 요소일 것이다. 시간과 자연, 환경을

관통해서 건축적 어휘를 발전시키는 현대 포르투갈의 건

축은 연구할 가치가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3. 일상성의 공간화 표현특성과 공간적

톤(Tone)의 표현요소

3.1. 일상성의 이해와 특성

(1) 일상성의 이해

일상성에 대한 연구는 파편적이기는 해도 고대부터 존

재했다. 일상성에 대한 사적 고찰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

선 고대 그리스 사회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

자에게 일상성은 비교적 낮은 가치를 추구하는 부정적인

면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에우리피테스 같은 극작가는 일

상생활에 인간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식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28) 그러나 어쨌든 본격적인 일상생

활에 관한 논의가 후설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견해는 학

자들 사이에 대략적으로 일치를 보고 있다.29) 후설의 생

활세계는 구체적으로 생활하는 인간, 즉 깨어서 활동하는

주체들에게 항상 그 활동의 보편적 배경으로 주어진 세

계이다. 따라서 생활세계는 인간이 이미 친숙하게 살아온

문화, 역사적 세계이자 미래에도 살아가야할 보편적 존재

의미를 가진 공동세계이다.30) 여기서 친숙함의 문화, 역

사적인 반복성의 의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알

고 있는 일상의 의미는 사소하고 하찮은 늘 일어나는 의

식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언제나 새로움을 찾는 의식적인

행위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실

상의 생활은 이러한 일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나와 남을

구별 짓고, 인간 개개인을 규정하는 것은 일상의 작고 사

소한 기억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온 결과이다. 그렇기 때

문에 친숙함과 반복성의 의미는 일상성에서 중요하게 다

루어져야 할 특성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인간은 자신

이 태어난 곳, 자신이 다닌 학교, 놀러갔던 장소, 들렀던

가게 등처럼 사건과 장소와 결부하여 공간을 지각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건과 장소에 대한 이미지는 남지

28) 김병덕, 한국 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일상성 연구, 중앙대 박사논

문, 2002, p.14

29)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민음사, 1998, pp.36∼43

30) 김병덕, Op. Cit.,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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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공간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인간은 일상의 공간에서는 공간에 대한 의식이 상당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지점에서 일상성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무의식성을 말할 수 있다.

(2) 일상성의 특성-무의식성

무의식성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앞서

약술한 친숙함과 반복성이 함께 진행됨에 따라 연결되는

특성이다. 모든 사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마음의 능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

하지 못한 채로 근본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나’의 의식

을 해체하고 존재의 실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의식이 없으면 시비판단의 기준도 없어지고,

시비판단이 없어지면 만물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이 열

린다. 이러한 공간에 수용된 만물은 어떠한 기준에 재단

되지 않고 각각의 고유성을 온전히 펼칠 수 있다.31) 우

리의 의식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개입되면서 그 자체

의 고유성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성의 기본적

인 특성으로써 무의식성을 말할 수 있다.

(3) 일상성의 특성-친숙성

친숙성 역시 일상성을 설명하는 특성 중에 하나이지

만, 무의식성이나 반복성과 독립될 수 없는 특성이다. 매

일의 삶이 반복되는 일상의 공간은 익숙하고 낯익다. 낯

설고 어색한 공간은 관찰과 의식의 대상이고 주목의 대

상이지만, 익숙하고 낯익은 공간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확인받을 수 있는 공간은 낯익

고 익숙한 공간이다.32) 공간은 다양한 인류만큼이나 무

수히 많은 종류와 형식의 유형이 있다.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재료나 색, 분위기 등은 ‘나’의 일상성에 미묘

한 차이를 구성하며 ‘나’를 구별하는 방식으로 여겨진다.

또한 ‘나’와 떨어질 수 없는 마치 지문과도 같은 친숙함

이 핵심이다.

(4) 일상성의 특성-반복성

일상의 흐름은 무의식적인 지각과 친숙하고 낯익은 생

활이 연속적인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일상 공간은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재현한

다. 일상 공간에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의 과정에서 생

산된 의미가 퇴적되어 있다. 작고 사소하고 초라할 수

있는 의미들이 차곡차곡 쌓인다. 이렇듯 일상의 편린들

이 쌓인 공간의 의미 지층은 두껍다.33) 일상의 생활이

시간의 축을 중심으로 통시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개인

의 일상이 모여 전체를 이루고 이들의 일상은 부분의 역

사성을 거쳐 문화가 탄생되고 전통의 요소가 파생되게

31) 정용선, 마음을 열어주는 장자 위대한 우화, 초판, 간장, 서울, 2011,

p.48

32) 박승규, 일상의 지리학-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묻다, 초판 3쇄, 책세

상, 서울, 2011, p.26

33) Ibid., p.27

된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 전통은 한 세대의 일상을 읽

을 수 있는 자료가 되고 현재의 지점과 과거의 지점을

연결할 수 있는 연속성의 일환으로 작용될 수 있다. 앞

선 무의식성과 친숙성과 더불어 일상성의 의미를 이루는

중요한 특성이다.

개념 특징 관계

무의식성
무위

조화

무의식적인 지각

자연과의 연속성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음

일상성의 세 가지 특성

은 독립적인 요소보다는

관계를 통해서 특징적인

개념이 부각된다. 자연과

장소의 수평적 축과 시

간과 역사의 수직적 축

이 연속적으로 쌓이면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친숙성
익숙함

지역

인간의 생활과 밀접함

지형, 장소의 낯익음

지역의 풍토와 밀접

반복성
시간

순응

시간의 흐름

시간의 연속성

변화의 인정

<표 5> 일상성의 특성과 개념

3.2. 일상성의 공간화 표현특성

(1) 무의식성의 공간화 표현특성-형(形)(공-물)의 정의

공간적인 무의식성은 건축의 일상성에서 중요한 의미

로 접근하는데, 첫째는 의식이 필요하지 않은 자연스러

운 형태의 공간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장식과

개념적인 공간의 표현은 인간의 의식작용을 활발하게 하

여 공간의 본질보다는 그 형태 자체로서 기억되는 사건

성의 공간이 된다.34) 여기서 일상성의 공간으로서 단순

성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는 유용과 무용을 나눌 수 없는 가장 순수한 지

점의 공간이다. 장자가 말하는 ‘큰 쓸모-大用’란 어떠한

사물의 형태이던 세상에 쓸모없는 것이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유위적인 인간세계가 만들어 놓은 체계로부터,

그리고 자연과 분리되고 고정된 ‘나’라는 의식(자아)로부

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35) 여기서 바라봐야 할 것은

공간자체의 의미이다. 인간의 생활을 위한 원형의 형태

에 가까우며 역사의 흐름에서 얻어진 잠재된 형태의 본

질적인 특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모든 부가적인 의미가

제거된 순수성이 일상성의 공간에서 얻어질 수 있는 표

현특성으로 유추할 수 있다.

(2) 친숙성의 공간화 표현특성-색(色)(질감-재료)의 정의

친숙성의 의미 또한 일상성의 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특성이다. 공간에서 친숙함은 각각의 ‘나’마다 다른 의미

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앞선 내용에서 낯익음이라는 코

드에 적용하기위하여 일정부분 동일시되는 의미를 부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각각의 ‘나’가 다른 지역에 존

재하고 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색을 제

거할 수 없다. 친숙한 재료와 반복적으로 나타난 역사적

유형 등은 친숙함의 고유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들과 유형의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일상성의 공간의

34) 김병덕, Op. Cit., p.21 여기서 설명한 사건성의 개념을 대비시킴.

35) 정용선, Op. Cit.,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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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지역성을 꼽을 수 있다. 둘째, 길들여진 사물이나

경험된 공간은 익숙함과 개인의 생활영역에 근접하여 익

숙함을 주게 된다. 또한 일상성의 공간에 중요한 특징이

라 볼 수 있는데 사물의 기억과 경험, 그리고 시간의 경

과 등을 연상성36)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반복성의 공간화 표현특성-시(時)(시간-흐름)의 정의

반복성의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다. 공간을 파악하는데

있어 시간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축적되어가는 시간

은 같은 시간의 수평적 무의식과 친숙함을 쌓아 올려 형

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역사는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반복성의 공간은 첫째, 이러한 역사의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개념의 연속성을 들 수 있

다. 일상성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개개의 역사는 중요

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역사의 연속성은 공간의 일상성

의 의미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둘째, 모든

공간과 사물은 변화의 개념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

하지 않는 것은 없고 불완전하게 유지하며 불완성적인

모습으로 사멸한다.37) 시간은 이러한 의미를 통찰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일상성의 공간에서 순응성이라 표

현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성은 자연에 순응하고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순응함을 의미한다.

공간 요소 공간화 개념 공간화 표현특성

무의식성 형(形)
볼륨 원형에 가까운 형(形) 순수성

사물 지각이 최소화된 형(形) 단순성

친숙성 색(色)
질감 기억된 표면의 색(色) 연상성

재료 지역에서 얻은 색(色) 지역성

반복성 시(時)
시간 반복되어 흘러온 시(時) 연속성

흐름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시(時) 순응성

<표 6> 건축의 일상성의 공간화 표현특성

3.3. 건축 습득: 공간적 톤의 표현요소

건축을 습득하는 과정에는 지각, 경험, 기억 등이 있

다.38) 이 가운데서 공간적인 톤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지각적인 문제이다. 공간적 톤은 ‘본다’는 지각적 현상으

로 간주한다. ‘본다’는 것은 지각으로, 듣거나, 냄새 맡거

나, 맛을 보거나, 만져 보는 것과 동일한 지각 작용이다.

톤을 본다는 것은 다른 모든 지각 경험과 마찬가지로 주

관적인 경험이다. 톤은 2차원의 색의 개념에서 발전되어

온 개념이다. 톤은 색감의 전체적인 인상을 전달하는 의

미로서 우리는 포괄적 느낌의 표현어휘로 사용하고 있

다. 공간이 3차원인 것처럼, 색도 색상, 채도, 명도라는

세 가지 속성을 지닌 점에서 3차원이다. 그러나 공간적

톤에서는 2차원적인 3요소와 깊이라는 3차원의 디멘전

(dimension)이 형성되어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들이 만

36) 이길호, 현대 실내디자인의 일상미학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경

원대 석논, 2007, p.46에서 밝힌 특성을 참고.

37) Ibid., p.61

38) S.E. Rasmussen, Op. Cit., pp.11∼35

들어 진다. 건축 습득의 과정에서 공간적 톤을 형성하는

요소는 색채, 빛, 질감, 깊이 등 4가지로 구별할 수 있

다.39) 이들 4가지 요소는 형(形), 색(色), 시(時) 등을 느

낄 수 있는 시각적 경험이다. 만일 빛이 없다면 색도 없

게 된다.40) 다양한 색채와 쉐이드(명도와 채도의 어두운

변화)를 지닌 색은 엄밀하게 함축된 의미를 지니고 우리

의 감정을 좌우한다. 질감과 깊이를 통해서 색과 빛에서

나타난 감성보다 함축적인 표현을 하게 된다. 이러한 함

축적 의미는 분명히 공간의 성격을 창출하고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사회와 관계가 있다.41) 또한 색채는 자연의 재

료에서 얻을 수 있는 순수한 재료로서의 색과 인공적으

로 도색된 색이 있다. 때문에 색채의 구분을 재료와 색

상으로 분리하여 색상, 재료, 빛, 질감, 깊이 등 다섯 가

지의 공간적 요소로 접근하여 이 후 건축의 일상성에서

나타난 공간적 톤의 분석요소로 적용할 것이다.

건축요소 내용

색상 건축마감의 색채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색채를 기준으로 2차원적인

톤의 내용을 기본으로 함.

재료
건축을 구성하는

재료

건축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서 톤의 정도가 다르게

표현된다. 재료의 결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느낌이

전달된다.

빛
명암과 관련된

빛의 정도

색채와 재료의 기본적인 요소와 빛에 따라 형성되

는 밝기는 공간의 명암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이다.

질감
건축마감의 시각적,

촉각적 밀도

표면의 무름과 거침의 정도가 표현되는 요소이다.

녹이 들거나 닳음의 표현도 포함된다.

깊이
건축의 3차원적인

구성

공간의 깊이나 형태의 두께 등 보이드와 솔리드의

3차원적 구성을 표현.

<표 7> 건축 습득: 공간적 톤(Tone)의 표현요소

3.4. 건축의 일상성에서 나타난 공간적 톤의 표현

특성의 분석틀

무의성 친숙성 반복성

순수성 A 단순성 B 연상성 C 지역성 D 연속성 E 순응성 F

색상

a
본래의 색 단순한 색

경험된

색채

익숙한

색채

역사적

색채

자연스럽게

변한 색채

재료

b

본래의

재료

단순한

재료

경험된

재료

익숙한

재료

역사의

재료

자연현상에

따른 재료

빛

c
자연광 단순한 빛

경험된

빛
익숙한 빛

역사적

빛

계절에 따른

빛

질감

d

본래의

질감

단순한

질감

경험된

질감

익숙한

질감

역사적

질감

자연스럽게

변화된 질감

깊이

e

원형의

볼륨

단순한

덩어리

경험된

깊이

익숙한

깊이

역사적

깊이

자연변화에

따른 깊이

<표 8> 건축의 일상성에서 나타난 공간적 톤의 매트릭스

앞선 일상성의 건축적 해석을 통해 얻어진 공간화 표

현특성과 건축습득의 공간적 톤의 표현요소를 통해 <표

8>과 같은 매트릭스를 도출 할 수 있다.

위에서 명기한 본래, 경험, 익숙, 역사 등의 어휘는 포

39) S.E. 라스무센의 건축의 습득에 관한 항목에서 지각과 관련된 공간

적 톤에 관한 내용에 채움과 비움, 빛, 질감, 색채 등으로 나누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내용을 기초로 분류함.

40) Richard D. Zakia, Perception & Imaging, 시지각과 이미지, 박성

완·박승조 공역, 초판, 안그라픽스, 경기, 2007, p.124

41) Richard D. Zakia, Op. Cit.,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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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미지 내용 적용

3

공간의 에

워쌈을 이

용한 공간

실험. 지역

의 색채를

이용함

aD

bB

dF

eB

B

4

대서양 해안

에 위치하면

서 해안선을

유지하는 형

태

aD

bD

cAF

dDF

eA

D

5

해안가의 관

계와 재료를

모던하게 해

석하여 자리

함

aBF

bCF

cA

dF

eB

F

6

단순한 덩

어리에 건

물의 매스

감을 분리

하여 단순

함을 강조

aBDE

bB

cA

eB

B

7

매스를 분절

하고 단순하

게 처리하여

내부의 흐름

을 강조

aBDE

bB

cA

eB

B

8

고건축의 디

테일을 살리

면서 분위기

의 연상성을

강조

aAE

bAE

cA

dADE

eAE

A,E

9

자연 지형을

활용한 단순

한 형태와

재료를 사용

aA

bACD

cAF

dAF

eB

A

10

지역적 색채

와 강조된

매스의 형태

는 단순성을

강조

aBDF

bB

cA

dB

eBC

B

11

오래된 건축

과 새로운

건축의 조화

를 단순하게

조합

aB

bB

cA

dB

eB

B

12

해안가의 절

리를 이용한

매스를 단순

하게 해석하

여 구성

aB

bB

cA

eAB

B

13

집 형태의

본질적인 해

석과 빛의

표현을 단순

하게 구성

aB

bB

cA

eAB

A,B

14

지역에서 가

져온 재료와

환경을 고려

한 매스로

구성

aABF

bABD

cA

dAD

eABF

B

르투갈의 지역적 환경과 건축적 배경 등의 해석이 담긴

어휘임을 밝히고 해당항목의 적용여부의 기준이 된다.

적용된 내용의 표기는 가로열의 A, B, C, D, E, F 등과

세로열의 a, b, c, d, e, f 등의 표기를 Aa, Cd 등과 같이

병기함으로써 적용 여부를 표기한다.

4. 현대 포르투갈 건축에서 나타난 공간적

톤의 표현특성 분석

4.1. 작품선정

1950년대 이후로 작품 활동을 한 4명의 작가를 중심으

로 작품을 선정하였다. 작품은 주거와 문화 공간을 중심

으로 지역적인 고려사항이 반영된 공간과 2010년 본 연

구자가 포르투갈 건축답사 당시 방문지를 중심으로 선정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작품명 건축성격 발표년도

Fernando

Tavora

1. the Vila de Feira Market public 1954년

2. the Quinta da Conceicao Tennis Pavilion pavilion 1957년

3. the Quinta da Conceicao Patio red pavilion 1957년

Alvaro

Siza

4. boa noa restaurant restaurant 1963년

5. siwimming pool leca da palmeria pool 1966년

6. oporto school of architecture school 1994년

7. serralves foundation museum 1999년

Eduardo

Souto de

Moura

8. pousada santamaria monastery hotel 1997년

9. casa en moledo house 1998년

10. casa paula rego museum 2009년

Aires

Mateus

11. casa alenquer house 2002년

12. santa marta lighthouse gallery 2007년

13. casa en leiria house 2010년

14. furnas monitoring and research centre office 2010년

<표 9> 현대 포르투갈 건축의 사례 작품

4.2. 작품분석

작품분석은 건축답사에서 촬영한 사진자료와 참고문헌

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기준의 조건은 포르

투갈 일상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 건축적 배경이 중심이

되었음을 밝히고 앞서 설명되어진 이미지와 본문 내용을

활용하였다. 또한 분석에 있어 디자인에 대한 관점을 연

구하기에 객관성 확보의 한계성이 있음을 밝힌다. 앞서

도출된 분석틀을 이용해 위 작품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

과는 아래와 같다.

공간이미지 내용 적용

1

전통적인 형

태를 해석하

여 모던하면

서 지역적

색채를 표현

aBD

bB

cA

dF

B

2

매 스 감 을

유지하면서

면을 분리

하여 단순

함을 유지

aD

bD

cA

dAF

D

<표 10> 사례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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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성 A 단순성 B 연상성 C 지역성 D 연속성 E 순응성 F

색상 a 3 9 0 7 3 3

재료 b 3 9 2 4 1 1

빛 c 13 0 0 0 0 2

질감 d 4 2 0 3 1 6

깊이 e 5 10 1 0 1 1

빈도수 28 30 3 14 6 11

<표 11> 분석 빈도표

위 결과로 건축의 일상성을 통한 현대 포르투갈에 나

타난 공간적 톤은 자연의 빛을 이용한 단순한 덩어리(매

스)가 특징으로 나타나 단순성과 순수성이 강조되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지역적인 재료와 색상

이 사용되어져 지역성의 특성이 나타났다.

5. 결론

현대 포르투갈 건축은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개념

적인 건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건축에 나타난 특성은 단순한 덩어리에 단일한 색감으로

형태를 구성하면서 그 안에 비워진 볼륨은 포르투갈의

강렬한 빛을 이용하여 풍성한 볼륨감을 보이고 있다. 단

일한 색채로서 백색은 과거 포르투갈의 전통적인 마감의

일부로 현대적인 색감으로 전승되었고 현재의 건축에서

도 빛과 단순한 매스와 명암을 강조할 배경으로서 활용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현대 포

르투갈 건축에 나타난 공간적 톤의 표현특성을 세 가지

로 밝힐 수 있다.

첫째, 현대 포르투갈 건축에 나타난 공간적 톤의 표현

특성은 형태를 단순하게 구성하고 단일한 색감과 재료를

사용해 전경에서 비움으로써 자연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과 시간에 배경의 의미로써 배경성

의 특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현대 포르투갈의 건축은 과거 건축양식에서 사

용된 두꺼운 벽과 디테일의 세밀함을 이어받아 건축의

빛이나 형태를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순한 매스감

은 면을 분할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 안에 담겨진 내용

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포르투갈 자연의 형태는 그들이

다루는 매스의 단순함에도 영향을 주었다. 절제된 매스

와 배경성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특성은 일체성이라

밝힐 수 있다.

셋째, 포르투갈의 자연과 역사는 그들의 건축스타일에

독창성을 부여했다. 모던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추상적인

의미이기보다는 자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비움

자체로써의 구성과 단순한 형태이지만 그 안에 자연과

역사, 지역과 교류하려는 연속적인 공간처리는 포르투갈

건축의 일상에서 확인되고 있다. 글로벌화 되고 동일한

언어와 개념을 구사하는 현대건축에 비해 현대 포르투갈

건축에 나타난 공간적 톤으로 밝힐 수 있는 마지막 특성

으로 고유성을 들 수 있다.

건축은 인간생활을 담는 그릇이고 자연과 인간 사이에

놓인 접점의 요소이다. 자연은 순환하고 인간도 이 순환

에 몸을 맡기는 존재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흐름을 일상

성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일상성은 개인의 고유성을 확

인하는 특성이다. 수많은 일상이 존재하는 만큼 건축도

각각의 일상성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포르

투갈의 건축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 포르투갈

의 일상을 이해하고 반영한 공간적 톤의 표현특성은 그

들 건축의 고유한 특성을 보였다. 건축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리플레이싱(re-placing)하기 위해

건축의 일상성 연구는 필요하며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

에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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