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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modern industry and the production of new materials of architecture have recognized as an

important aspect. This study intended to discuss about the meaning of main elements of the architecture

materials, its implications for properties, and, highlighted meaning of the properties of modern interior desig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 studies of Place and Physical materials of synaesthesia of modern

architecture as well as modern architecture is not only concentrated in the visual aspect but also the larger

ramifications of sensory. Synesthesia in architectural space can be called experiential existence that built in the

space of human perception and based on the human emotion that targeted by physical architectural space.

Accordingly, these case studies are to consider about how the materials being passed by any effect in a modern

interior space presented, In order to find the essential meaning in modern interior space, this studies focused on

Swiss architect Peter Zumthor’s cases. Following analyze of Peter Zumthor’s place of architectural space and

materials, this study structured by the six kinds of synesthesia characters. First, time and remember to infer

changes, Second, traditional and regional ingredients involve the substitution of one empirical space, Third,

non-materiality through the neutralization, Fourth, auditory memory through the embodiment of everydayness, Fifth,

trail through the sense of smell for the presence, Sixth, the relationship of natural and industrial products. Peter

Zumthor’s characteristics of these works are result of factors on the synesthetic relationship with the human

response to architecture, the five senses, memories, experiences, and temperature. Also it is a synesthetic result

of all human emotion to clarify of the architecture materials and non-material mediums by which light by a

compound.

Keywords 감성 공간, 물성, 장소성, 공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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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목

근 이후 산업 발 에 따라 새로운 재료가 생산되고,

기술의 발 으로 재료는 다양하게 사용되며 건축과 함께

요한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건축의 주된 구성

요소인 재료와 그 속성인 물성에 한 본질 인 의미의

표 을 공간의 면에 부각시켜 논의할 필요가 있

다. 근 (近代) 건축의의 기 이 되는 함은 물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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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각이 약해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연의 재

료(돌, 벽, 나무)는 우리의 시각이 그들의 표피를 뚫고

들어가 물질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있게 한다. 자연의

재료들은 그들의 나이를 보여주고, 기원에 한 이야기

나 어떻게 쓰 는지의 역사도 표 한다.

오늘날 기계생산에 의한 재료들은 그들의 재료 본질

이나 나이를 가늠해볼 수 없게 한다. 일반 으로 이런

과학기술 시기의 건물은 낡지 않은 완벽함이라는 개념

을 의도 으로 추구한다. 최근까지 건축 이론과 비평

은 부분 배타 으로 시각의 메커니즘과 시각 표 에

만 집 되어 왔다. 이로 인해 건축의 물리 이고 능

이고 실체화 된 본질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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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진정한 목 은 건물 자체로서의 건축이 아닌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미의 장소

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장소

는 경험을 통한 감성에 한 의미가 형성되면서 만들어

진다. 경험은 인간의 목 에 따른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데, 체험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주 환경을 어떻게

지각해서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구성하고 평가하여 최종

으로 상징을 형성하는 일련의 지각과 인식 작용을 모

두 포함하는 것이다. 체험이라는 행 자체는 단순히 어

떤 상을 보고, 듣고, 만지는 감각 기 의 작용만이 아

니라 공간이 지닌 어떤 독자 인 분 기를 한꺼번에 느

끼는 복합 이고 총체 인 작용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소성과 그에 따른 물성에 의해

생되어지는 공감각을 사례 분석해 으로서 건축

은 시각 편 의 것이 아닌 감각 으로도 생효과가 크

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1.2. 연구 범 와 방법

공간에서 표 된 재료가 어떤 장소에 사용됨으로

서 어떤 효과를 달하고자 하는지 고찰해보고, 그 본질

인 의미를 찾기 해 스 스 건축가 피터 터의 사례

들을 연구의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터의 표 작

품 6가지를 선정하여 사례 분석을 통해 장소성과 재

료가 표 하는 물성의 특성을 밝힌다. 국내⋅외 발간된

터의 서와 작품집, 월간지에 기재된 작품 비평과 인

터뷰를 토 로 조사하 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고 건축 공간에서 건축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재료의 물성 표 에 해 시 으로

어떻게 변화하 는지 고찰해본다. 둘째, 장소성의 의미와

특성을 알아보며 건축 공간과의 계성을 밝 본다. 셋

째, 건축 공간에서의 감성 측면을 오감(시각, 청각,

각, 후각, 미각)의 으로 분석하여 공간과 감성의

계를 살펴본다. 넷째, 건축 공간의 장소성과 물성

표 의 사례 분석을 통해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양

한 물성 표 의 특징을 살펴보며 물성이 내포한 공감각

은 어떤 것이 있으며, 장소성의 특징을 내재한 물성에

한 본질 인 의미를 논의해본다.

2. 건축 공간에서 물성의 이론 고찰

2.1. 물성 표 의 역사 배경

(1) 물성 표 의 내재 원리

고 의미의 물질 개념은 아리스토텔 스에 있어서

형상(figure)에 비하여 형상보다는 낮은 단계, 보조개

념 혹은 소극 개념을 가리킨다. 그에 의하면 질료를

제거하고 형상만 남은 상태를 특별히 1차 질료라 하여

이는 신이나 이데아로 지향하는 것으로 간주하 다. 반

면 형상이 제거된 채 질료만으로 남게 된 것을 2차 질료

라 하여, 이는 가치가 낮은 단계, 한 상태로 보았다.

아리스토텔 스는 물질과 형식, 물질과 운동을 이원 으

로 분리했는데, 이러한 분리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이후

서양 철학사의 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여기서 물질은

물리 으로 요한 속성들이 부여되는데, 모든 사물과

형상은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의 속성인 물성을 통해 하

나의 통일 , 객 인 세계와 결합한다. 1) 물질이 건축에

개입될 때 그것은 건축을 구성하는 실재 , 물리 요소

로서의 재료라는 의미를 가지며, 다시 그 곳에 건축가의

의식과 개념이 개입되면서 재료는 그 고유한 속성인 물

성으로 인식된다.

<표 1> 학자들의 물성 표 의 원리2)

비올 르 뒤크

(Viollet-le-Duc)

건축의 구조방법과 요구항목에 따라 부과된 조건들을 간

단하고 정확하게 성취하는 것이며, 그 성질과 특성에 따라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클로드 페로

(Claude Perrault)

르네상스의 비례를 거부하고, 재료와 수학 원리에 입각

한 인 미를 주장.

쇼펜하우어

(Schopenhauer)

건축을 이념의 표 이 될 수 있는 물질로 생각하고 완

한 물질로 간주함.

고트 리트 젬퍼

(Gottfried Semper)

물질을 그의 모든 인공 창조물을 만들어 내는 조직의 출

발 으로 생각하고 그 구성인자를 재료, 목 , 기술의 세

가지로 분류.

젬퍼의 이론 인 설명에 의해서 단하던 모든 구축법

․ 석법 인 구분은 물질의 특성에서 별되는 것이

다. 를 들면 직물(textile), 도자기(ceramic)등은 재료

구분 상의 구축법 인 것과 석법 인 것이다. 이러한

세분은 창조의 순서나 재료의 탄성 정도에 따르고 있다.

일련의 이러한 범주는 융통성(flexibility), 가소성

(plasticity), 탄성(elasticity)과 같은 창조의 순서에서 고

체 재료의 단계가 형성 되는 것이다.3)

(2)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출

19세기의 건축은 새로운 재료와 기술이 출 된 시기이

다. 19세기 이 의 양식 건축물을 비 하고 부정하

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주의 건축은 산업 명 이후 더욱

발 한 철, 철골, 철근 콘크리트, 유리와 같은 새로운 건

축 재료를 통해 더욱 발 하게 되었다.4)

20세기 러시아 구성주의에서 재료의 개념은 각각의

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간의 계를 보여주

고 있다. 재료의 개념이 재 이나 모방이 아니라 상을

철 히 연구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본질에 근하는

1) 배 , 건축의 즉물 표 에 한 연구, 홍익 학교 박사학

논문, 2004, p.9

2) Van de Ven, C., 건축공간론, 정진원·고성룡 공역, 기문당, 1994,

pp.96〜104

3) 井上充未, 건축미론, 임 배·신태양 역, 도서출 국제, 2000, pp.176

〜181

4) Kenneth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건축사, 장 철·윤재

희 역, 세진사, 1999,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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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구성주의자들의 이상은 재료의 직 인

사용을 통한 계성을 드러냄으로써 세계의 본질을 구축

해내고자 하는 것이다.5)

<그림 1> 타틀린 ‘제3 인터내셔 기념탑(1919)’

<그림 1>과 같이 블라디미르 타틀린(Tatlin. V.)의 작

품 ‘제3 인터내셔 기념탑’은 큰 트러스와 나선형 구조

체가 회 축에 받쳐져 있고 3단으로 분리되어 각각의 기

능을 갖는 기하학 공간을 3단의 거 한 유리벽이 둘러

싸고 있는 탑상 건물이다. 이 탑의 계획안은 실용성을

도외시한 낭만 인 안이지만 러시아 술인 구성주

의의 기 이 되는 기념비 작품이다.6) 이 듯 타틀린은

술가들에게 회화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신 재료를 이용

한 공간창조와 구조기술의 술 가능성을 인식시켰다.

<그림 2> 오토 바그

‘우편 국(1906)’

<그림 3> 발터 그로피우스

‘ 구스 공장(1913)’

오토 바그 (Otto Wagner)는 젬퍼의 이론을 계승하여

건물의 표피와 내면의 깊이 간의 계를 명확하게 발

시켰는데, 그는 모든 건축의 형태는 구축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술 형태가 되며 구축은 항상 물성과 기술에

따라야만 하고 사용된 구조나 기술의 재료가 가시화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 다.7) 오토 바그 의 ‘우편 국’은

아름다운 곡면을 갖는 유리천장과 유리블록의 바닥, 핀

으로 지지된 석재 등이 균질 이고 반 투명 공간을 만

들고 있다. 업장 백색홀의 유리와 철로 된 볼트는 기

능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 모든 건축 표 요소와

융합되어 있다.

5) 임성우, 건축에서 나타나는 물성의 다 발 에 한 연구,

건국 학교 석사학 논문, 2009, p.24

6) Milner, Vladimir Tatlin and the Russian Avant-Garde, Yale

University Press, 1984, pp.180〜196

7) Kenneth Frampton, Op.cit., pp.140〜145

독일공작연맹이 주최한 박람회의 주요 인물인 발터 그

로피우스(Walter Gropius)의 작품을 보면 철, 콘크리트,

유리와 같은 신 재료에 한 입장에 더욱 명확하게 보여

진다. 이 까지의 통 인 양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재료를 합리 으로 사용하고 단순성을 강조하며 장식을

배제하는 등이 그 특징을 이룬다. 즉, 통과 근 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표 가능성을 추구하 으며, 이는

건축에서 역사 인 연속성을 갖고자 하는 그로피우스의

의지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근 건축은 철과 같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함

으로서 공업사회의 생산 방법에 바탕을 두었고, 지난 세

기의 양식 문제 간에 웅장함과 기념성의 미학을 추구

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미학의 정립이 이루어졌다.

2.2. 건축 공간에서의 물성

(1) 건축 공간과 물성

건축 공간에 있어 재료의 선택문제는 그 당시 사회

기술의 문제와 한 계가 있다. 고 시기에 가장 간

단한 기술 문제로 말미암아 목조나 석조 건물이 지배

이었다. 속성을 유지하는 원소들이 서로 조합하여 만

물이 형성되므로 자연 상태에서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재질의 다양성과 특성에 해 악하여 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8) 건축에서의 재료는 그 자체의 물성을

뛰어 넘지 않는 범 에서 사용되었다. 근 이 까지 건

축에서 보여 지는 요소 심의 지배 건축 은 요소와

구성의 두 언어로 집약할 수 있다. 이는 벽, 오더, 돔, 볼

트 등의 기본 요소들이 조립되어 기능을 형성하고 이

것을 다시 조립하여 체 건물을 구성하는 통합 과정을

거쳐 건축이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9)

루이스 설리반은 “건축가의 임무는 건물 재료들에 생

명을 불어 넣는 것이며, 이들에게 사상이나 감정의 상태

를 고무시키고, 주 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언 하 으며, 르 꼬르뷔지에는 “건축의 임무는 천연재

료를 이용하여 감정 인 계를 확립시키는 것이다.”라

고 말했다.10)

건축 의미의 물성은 물리 성질 즉, 재료의 질감,

무늬, 색채, 택 등 표면 으로 드러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물질성은 사용되어진 재료의 물성이 꾸 없이

표 되어 부각된 경우의 표 특성을 의미한다.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 지각되는 물질의 느낌은 물성이며, 물질

에 존재하는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투명성, 부유감,

무 력의 느낌은 근 건축과 술이 추구한 주요 주제

8) Morgan. M. H., 건축십서 건축환경선서 23, 오덕성 역, 기문당,

1999, p.54

9) 한상수, 가로변 건축물 외장재료의 물성과 이미지에 한 분석

연구, 북 학교 박사학 논문, 2005, p.22

10) Abererombic. S. , 건축 술론, 최종 역, 세진사, 1996,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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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반사, 첩, 병치, 투명성의 그

라데이션과 같은 방법을 용한 새로운 건축 이미지들이

등장하 으며, 빛과 움직임의 변화감, 더 나아가서 공간

인 두께감을 표 하고자 하 다. 이러한 새로운 감수

성으로 인하여 비물질 인 건축 경향이 정 인 공간,

장소, 의미의 경험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2) 재료의 물성

1920년 구성주의의 수학 , 기하학 인 사고와

기술의 발달은 술가들의 의식에 향을 미치게 되었

고, 타틀린(Tatlin)의 ‘진정한 공간과 진정한 재료를 양성

하라.’라는 구호아래 1960년 미니멀리즘 술가들은 재

료에 한 사고의 바탕을 넓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료의 발명은 건축의 역사에서 발 의 과정을 의미하

는 것이다. 유리, 철, 콘크리트의 발 과정은 건축 공간

에서의 역사 환을 의미하며, 유리의 발 으로 인해

근 건축의 획기 인 환 을 가져옴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료는 그 자체로서의 형상 언어를 가지고 있

으며, 그 형상은 본질 인 가치와 물질로서의 용성을

지니고 건축 내에서 가치를 가지게 된다.11)

재료의 물성은 사람이 갖는 미 감흥인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는 성질을 되찾음으로써 물성의 다양

한 성질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속과 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물성을 갖는 메탈은 건축의 상황에 따라 건축

의미를 담아내는 특성을 가진다. 비물질 성향을 나

타내는 유리는 공간의 일부로 활용되는데, 특히 반투명

유리의 경우 가시 연성을 가지고 있어 물성 은유의

표 이 많다. 이와 같이 재료에 한 탐구는 보다 효과

으로 재료의 물성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각 재료에 내

재되어 있는 물성 의미는 다양한 건축 공간을 통해

극 으로 표 되고 있다.

<그림 4> 물질⋅재료⋅물성의 개념도

재료의 물성은 건축과 재료 간의 계에 한 표 에 있

어서 가장 큰 향을 미친다. 따라서 건축가가 재료가 가

지는 물성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표

하는지에 따라 물성의 특성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3. 건축 공간에 있어 장소성과 물성의 의

미와 계

11) Nikos Stangos, 미술의 개념, 성완경 역, 문 출 사, 1995,

p.254

3.1. 건축 공간과 장소성

(1) 장소성의 의미 고찰

장소성의 개념은 인간을 배제한 공간의 창출만을 시

하던 모더니즘의 극히 추상화되고 무미건조한 도시환경을

산출함으로써 인간 의미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비 을

받으면서 부각되었다. 그 크리스티안 노버그 슐츠

(Christian Norberg-Schulz)의 ‘장소성(place)’ 개념이나

네스 램 톤(Kenneth Frampton)의 ‘비 지역주의’에

서 표 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의 이론은 건축의 본질에

한 재-이해, 상실해가는 장소성의 의미나 인간의 생존

힘의 근원으로 존재인식의 회복을 통한 건축의 새로운

사고 근을 꾀하고 있다. 장소성에 한 슐츠의 이해

는 하이데거의 에서 ‘거주함(Dwelling)’이라는 의미를

장소성과의 계 속에서 건축의 본질을 찾고자 했다.12)

<그림 5> 장소성의 구성요소

장소의 의미는 본래 소환경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 장소는 환경의 한 단 로서 치(location) 이

상의 의미를 가지며 하나의 큰 맥락 속에서 다른 장소와

구분될 수 있는 그 자체의 질서를 갖고 각개의 특이성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와의 사이에 동질성과도 련되며

인간의 상황을 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 형태와

외 ,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활동 이들이 나

타내는 의미와 상징 등으로 구성된다.13) 따라서 장소는

물리 조건, 형태, 의미로 구분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맥락을 유지함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 장소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14) 즉, 장소성은 인간이 어떠한 장소를

경험하게 되면서 특정한 의미를 지니게 되거나 부여되는

인식 환경을 갖는 장소 특질이며, 인간과 상호 계

와 과정의 속성을 가진다.

(2) 장소성의 특성과 형성 과정

는 장소성을 설명하기 해 장소 정체성, 장소감,

장소애착, 장소 정신의 개념을 사용하며 설명하 다. 환

12) Schulz. C. N., Genius Loci: 장소의 혼, 민경호 외 3인, 태림문화

사, 1996, p.27

13) 이규목, 환경지각과 장소성에 하여, 한건축학회지 24권 94호,

1980, p.56

14) Edward Relph, 장소와 장소상실 (Place and Placelessness), 김덕

외 옮김, 논형, 2005,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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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인간과의 계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에 의한 장소

정체성과 장소 애착이 생기고, 이들은 집단 , 개인 국

면에서 장소 정신과 장소감으로 발 하고 이들의 상호작

용의 과정을 통해 장소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그림 6>

과 같다.15)

<그림 6> 장소성의 형성 과정

Tuan(1995)은 장소성의 형성 요소를 가시성과 시간

두 가지로 악하 다. 장소가 가지는 특정 요소가 가시

화 됨으로써 사람들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한 가시성은 시 별로 사람들의 심사에 따라

변하게 된다. 시간은 인간이 여러 해에 걸쳐 반복 으로

경험한다는 측면에서의 시간을 의미한다. 이처럼 장소성

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의 오감과 자연과 인간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발생하는 혼합물이다.

(3) 건축 공간과 장소성의 계

장소는 단순히 물리 으로 존재하는 사물만이 아니라

인간의 과 마음을 통해 나타난 상이다. 따라서 실존

인 바탕을 두고 장소를 생각할 수 있다.

건축 공간과 장소와의 계를 미국의 철학자 수잔 랭

어(Susanne Langer)의 정의를 인용하면 건축은 총체

인 환경이 가시화될 때 비로소 그 존재가 나타난다. 일

반 으로 이것은 장소성을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장소의 성질을 모으고, 인간을 환경과 친 하게

하는 건물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건축의 기본

인 행 는 어떤 장소의 소명을 이해함으로써 스스로

포 인 정체성의 부분이 되는 것이다. 건축에서

의 장소에 한 근은 건축으로서 보이는 시각 인 형

태뿐만 아니라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공

간 의미, 사회 문화 의미, 역사 의미에 의해서 이

루어진다.16)

15) 이석환, 장소의 정량 ⋅정성 평가를 한 근방법 구성요

소, 공학기술연구지 제2권 제2호, 2003, p.3

<그림 7> 건축 공간에서의 장소성

슐츠는 인간과 공간의 계는 주변 환경과 계를 맺

음으로써 실존 공간의 개념이 생겨나고 건축 공간의

실체를 악할 수 있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장소

성은 실존 공간의 구체 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장소

는 삶이 일어나는 공간을 의미하며 특별한 성격을 지닌

다고 할 수 있다. 한 슐츠는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에

서 근 건축이 과소평가한 장소의 의미와 이미지를 다

시 채우기 해서는 장소가 ‘장소의 혼’과 한 계를

가져야한다고 주장하 다.17) 즉, 장소를 인식하는 주체는

인간이며, 인간의 인식 속에서 장소감이 형성되므로 시

나 장소가 변화함에 따라 장소에 한 인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종합해보면 건축 공간과 장소성의 계는 첫째, 인간

과 장소의 상호 계는 장소성의 기반이 된다. 각각의 장

소는 그 땅이 지닌 독특한 분 기, 그곳의 물리 특성

그 안에서의 활동과 기능, 그곳에 이미 부여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둘째, 그 장소가 지닌 자연 이고 사회

인 상을 통해 장소를 이해함으로써 부여된 질서를 통

해 의미를 갖는 공간과 상호 계를 갖는다.

3.2. 건축 공간의 경험 (감성 ) 측면

(1) 건축 공간과 감성의 계

공간의 특징을 잘 담고 있는 루이스 설리번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형태는 감성을 따른다.’로 탈

바꿈되면서 공간이 가지는 시각 , 감성 체험의

요함을 말해주고 있다.18) 감성은 인간의 내부에서 일

어나는 심리 작용으로서 외부의 물리 자극, 즉 청각,

미각, 후각, 각, 온각, 냉각 등의 비 인지 내 상태

인 감각을 포함한다.19) 즉, 감성은 외계의 자극을 수용하

는 능력, 감각이나 지각을 통해 여러 가지 감정을 자아

내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16) 유진이, 도시의 장소성 구축을 한 공간디자인 연구, 이화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 2009, pp.9〜10

17) C. N. Schulz,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 르네상스에서 포스트모던까

지의 건축론, 진경돈 외 1인 역, 미건사, 1994

18) Suzuki Hiroyuki, 건축을 보는 12가지 , 우동주 외 2인 역,

이집, 2002, pp.25〜26

19) 김미지자, 감성공학, 디자인 오피스, 1998,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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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의 특징은 <표 2>에서와 같이 환경 요인, 시간

성, 주 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징 감성의 특징

환경 요인
경제, 사회 문화 는 자연환경이 비슷한 환경에서 함께 자란

A와 B는 공통된 감성을 갖는 경향이 있다.

시간성

감성 생성에 향을 미치는 것은 특정 세 나 성별이 아니다. 그

러한 것을 월한 ‘시간 요인’에 의해서이다. 순수 무의식 심리

에 의한 감성은 평생 그 범 와 본질이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주 성

신체 , 심리 으로 몸에 밴 자연스러운 물질. 극히 개인 이고,

애매하며 개인의 의존성이 높다. 어떠한 그룹의 감성 는 구성

원 개개인의 감성이 공유되어 생성된 것이다.

<표 2> 감성의 특징

모든 감각 지각은 그 스스로 상호소통과 분리와 통

일을 거듭한다. 감각의 어느 하나에 나타나는 성질은 그

동일한 상에 통합 으로 공존하는 다른 성질을 본질

으로 언 한다. 상은 시각뿐 아니라 모든 감각에 말한

다. 사물에 한 경험을 어느 하나의 감각 경험에 국

한하고자 하면, 이 인 인 고립된 경험은 자발 으로

여타의 모든 감각을 향해 넘쳐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발

견한다. 즉, 감각은 상호 소통하는 것이다.20)

존 듀이는 그의 서 ‘경험으로서의 술’을 통해 감각

의 상호 작용과 융합의 요성을 지 하 다. 시각과 청

각뿐만 아니라 각과 미각 등의 감각에는 미학 특성

들이 있다. 이러한 미학 특성은 단순하고 분리된 독립

체로서가 아닌 상호 작용으로서의 연결들을 통해 나타난

다.21) 우리는 색이 가지는 소리를 경험하고, 소리가 가지

는 색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에서 우리는 색의 감각과

소리의 감각을 동시에 가지는 것만은 아니고, 색이 가지

는 소리를 보기도 하고 맛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 듯

하나의 감각이 다른 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일,

는 그 게 일으켜진 감각을 ‘공감각(synesthesia, 共感

覺)’22)이라 정의한다.

공감각은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청각과 시각, 각과

시각, 청각과 후각 등 서로 다른 감각끼리의 연합이 다

양하게 이루어진다. 술에서 공감각의 역할 한

상당한데, 건축가 스티 홀은 ‘건축은 다른 어떤 형태의

술보다도 우리의 감각 지각에 더 깊게 연 되어 있

다. 시간의 흐름-빛과 그림자, 투명함-색채효과, 질감, 재

료, 디테일 등 모든 것이 건축의 복합 인 경험에 여

한다. 오로지 건축만이 모든 감각 즉, 모든 지각의 복합

체를 일시에 깨울 수 있다.’23)고 언 하 다.

20) 류의근, 메를로- 티의 감각 경험의 개념, 철학과 상학 연구

제20집, 2003, p.104

21) Tom Avermaete·Klaske Havik·Hans Teerds, 건축, 근 성과 공공

역에 한 36인의 건축 입장들, 권 민 옮김, Spacetime, 2011,

p.150

22)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23) Steven Holl, Juhani Pallasmaa & Alberto Perez-Gomex, ‘Questions

of Perception.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Architecture and

즉, 건축 공간은 인간이 직 물리 으로 하며 사

용하며, 재료, 형태, 공간들에 한 청각, 각 경험

한 건축에 한 반응에 요한 역할을 한다. 스티 홀

이나 피터 터와 같은 건축가들은 지각에 한 주제를

그들의 작품을 통해 강조한다.

종합해볼 때, 건축 공간과 감성은 다음과 같은 계를

가진다. 첫째, 건축은 그 실체 자체가 우리의 몸을 감싸

고 그러한 공간에서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감각은 자극의 수용이 가능하다. 둘째, 건축공간에의 공

감각은 인간의 지각 감성을 기반으로 물리 인 상

인 건축과 공간을 기반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체험

존재물이다.

(2) 여러 감각이 여하는 경험

통 문화에서 건축은 시각이나 개념 인 것에 지배되

지 않는다. 서구 철학 사상에서 시각이 지배 인 감각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에도 같은 상이 개되어 왔

다. 그리스 건축은 시각 교정에 공을 많이 들 는데, 이

는 의 즐거움을 해 궁극 으로 정제된 시스템이었

다. 그러나 시각이 특권을 가진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다른 감각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리스 건축에

는 엄연히 각에 한 감수성과 물질성, 그리고 권

있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이다. 시각은 다른 감각의 양상

들을 포함할 수도 심지어 강화할 수도 있다. 특히 시각

을 구성하는 무의식 이며 각 인 요인이 요하다.24)

각 경험은 근 의 시각이미지에서도 그 시각체계

를 통하며 구 될 수 있다. 근 의 시각이미지 역시

감을 이용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25)

건축에서 모든 종류의 만지는 경험은 여러 감각이

여하고 있다. 공간, 물질, 스 일의 질 인 측면은 ,

귀, 코, 피부, , 와 근육을 통해 동시에 여러 감각으

로 가늠된다. 건축은 실존 경험, 즉 세계 안에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을 강화시키며 이는 본질 으로 자

아에 한 강화된 경험이다. 단순히 시각이나 고 개

념의 오감 신에 건축은 상호작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융합되는 감각 경험의 역들과 련이 있다.26)

디자인 과정에서 건축가는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물과 풍경, 체 콘텍스트, 기능 요구들을 진

으로 내면화한다. 건축 작품이 찰자의 감각과 상호작

용하는 과정에서, 건축가의 신체가 느낀 여러 감각이 건

축 경험에 반 된다. 그 결과 건축은 건축가의 감각에

서 직 으로 그 작품을 하는 사람의 감각으로 달

되는 소통이 된다.

Urbanism, Special issue of A+U, Tokyo, 1998, p.41

24) Juhani Pallasmaa, The Eyes of the Skin(Architecture and the

Senses): 건축과 감각, 김훈 역, spacetime, 2013, p.41

25) Ibid., pp.55〜56

26) Ibid.,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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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건축 공간에서 장소성과 물성의 계

건축 공간에서 장소성의 표 은 장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와 규칙들을 발견하면서 건축 으로 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표 은 그 장소의 물리 요소

와 정신 인 요소가 가지는 모든 것이 장소성의 표 요

소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후, 자연경 , 지형

등에 응하는 것을 통해서 물리 인 요소의 장소성을

표 할 수 있고, 한 문화권이 오랫동안 공유하고 있던

공간구조, 건축형식, 문화 특성을 통해서 정신 인 요

소의 장소성을 표 할 수 있다.

<그림 8> 건축 공간에서 장소성과 물성의 계성

건축 공간에서의 물성 표 은 외피의 재료와

재료들 사이의 계에서 보여 진다. 각 재료들은 그것을

만드는 건축의 장소, 공간, 구조 형태와의 분명한

계 속에서 사용된다. 물성이 무엇인가를 표상한다는 것

은 재료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

의 생성은 디테일을 통해 가능하다. 디테일은 재료들 사

이에서의 의미 악이 구조화되어 만나는 시 이다. 재료

와 구조의 계는 지각되는 것과 실재 사이에 거리를 둠

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건축의 표피는 외부와 내

부의 계에 한 경계를 지워주는 부분이며 구조와의

계를 통해 내부를 보여 다. 이러한 디테일은 물질, 형

태, 장소 공간이 만나는 모든 부분에 용된다.

더 이상 장소는 기존의 건물이 생기고 둘러싸이고, 보

호받는 곳처럼 형태로 인해 생기는 감각으로만 이루어지

지 않는다. 장소에서의 물리 환경 요소로서 재료의 물

성은 경험 이고 인식 인 것을 포함하여 상호 계 인

의미를 형성하는 넓은 의미로 확장해볼 수 있다.

물리 요소에서의 건축 공간의 재료는 크기의 제약

때문에 건물의 면을 분할하게 되고 이는 체 인 이미

지, 주 환경, 가로 경 등에 큰 향을 으로서 계

성을 가진다.

4. 건축 공간에서 나타나는 장소성과 물성

표 사례 분석

4.1. 사례 선정 근거

본 연구에서는 피터 터의 표 작품 6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경, 외부, 내부, 재료를 심으로 분석을 진

행한다. 분석 방법은 2, 3장에서 논의한 장소성과 물성,

공감각의 특징을 근거하여 분석 기 을 도출하 다.

작품명 년도 치 용도

1 Saint Benedict Chapel 1988 Sumvitg in Swiss Chapel

2 Thermal Bath Vals 1996 Vals, Swiss Spa

3 Art Museum Bregenz 1997 Austria Museum

4 Swiss Pavillion 2002 Hannover, Germany Expo

5 Klaus Field Chapel 2007 Wachendorf in Germany Chapel

6 Serpentine Gallery Pavilion 2011 Serpentine Gallery in London Expo

<표 3> Peter Zumthor 건축 공간의 장소성 물성 사례 조사 상

4.2. 사례 분석

(1) Saint Benedict Chapel

1 작품명 Saint Benedict Chapel

개요

년도 1988

치 Sumvitg in Swiss

용도 Chapel

작품

이미지

분석

장소성 물성

지와

건물과의

계

주변 건물과 지의

일부로 인식

장소

특징을

내재한 재료

나무 와

디테일 통 인 건축방식

물성이

내포한

공감각

기후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기억의 변화

<표 4> Saint Benedict Chapel 작품 분석

터는 물성과 장소성의 에서 봤을 때, Saint

Benedict Chapel의 기존의 배당이 가지는 외피처리 방

식인 흰색의 석재나 권 인 느낌의 재료사용이 아닌

이 마을이 가진 통 인 건축방식- 와-을 용하여

나무 조각의 조합을 통해 주변 건물들과 일부가 되는

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통 인 건축 방식을 용하고

있다. 이 재료들은 지역의 기후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해가며,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머물고 있는 마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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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재구

성 된다.

터는 배당 건축이 존재하기 한 바닥, 기둥, 벽이

라는 최소한의 기본 인 요소를 지니면서 원 인 건축

의 형태로 되돌아가기 해 극도로 단순화되어 보인다.

이는 오늘날 란하고 복잡한 형태의 건축에 한 본질

을 찾고자 하는 장인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2) Thermal Bath Vals

2 작품명 Thermal Bath Vals

개요

년도 1996

치 Vals, Swiss

용도 Spa

작품

이미지

분석

장소성 물성

지와

건물과의

계

지붕, 정원 등을 통해

형태와 지형에 순응

장소

특징을

내재한 재료

돌(온기를 담아두는

공간)

디테일

지역의 주택, 지붕

재료를 층 방식으로

재구성

물성이

내포한

공감각

온감을 담아두는

공간과 시간의

층을 은유화

<표 5> Thermal Bath Vals 작품 분석

발스(Vals) 목욕장(Thermal Baths, 1996)은 터를 상

징하는 주요 로젝트로서 직사각형의 형태에 높은 산

턱을 깎아 집어넣은 이 건물은 1960년 호텔 건물의

부속시설이다. 이 작품은 그 지역 쪽 산에 있는 검은

색 석재를 써서 동굴을 경험하듯 목욕장을 계획했다.

체 인 느낌은 시간의 흐름을 잊게 하는 언덕 의 자태

와 함께 깊이 있는 내향 인 공간구성에 려오는 건축

감동을 달한다. 콘크리트 지붕구조물, 정원의 물,

꽃, 공간 내부로 비치는 빛 등을 통해 형태와 지형에 순

응하게 해 다.

건축물의 내․외부는 편마암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이

는 고 로마시 부터 발달해 온 목욕문화의 심이라

할 수 있는 공 목욕장 건축에서 향을 받은 것으로,

로마시 건축물의 축조 방식을 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건축물 구조의 공법인 리캐스트 철근콘

크리트를 사용하 으며, 내․외부의 벽면 마감은 마치

목재를 자르듯이 Vals 지역에서 생산된 편마암들을 가공

하고, 가공된 편마암들을 층하듯 쌓고 있다. 돌을 재료

로 선택한 공간은 온기를 담아두는 공간으로 공간과 시

간의 층을 은유 으로 보여 다.

이러한 디테일 표 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지층이

쌓이듯 지역의 주택, 지붕 재료를 층 방식으로 재구성

하고 있다. 이는 로마시 부터 통 으로 내려오고 있

는 목욕장이라는 공간을 공법을 통한 재해석과

지역성을 가진 재료의 디테일을 통해 터의 장인 탐

구 정신을 엿볼 수 있다.

(3) Art Museum Bregenz

3 작품명 Art Museum Bregenz

개요

년도 1997

치 Austria

용도 Museum

작품

이미지

분석

장소성 물성

지와

건물과의

계

도심 내 치

단 과 투명성을 통해

계성 유지

장소

특징을

내재한 재료

유리

디테일
반투명 유리 이어

첩

물성이

내포한

공감각

비물질성을 통한

시각과 기억의

성화

<표 6> Art Museum Bregenz 작품 분석

터의 ‘Kunsthaus Bregenz’에서와 같이 때로는 표명

하며, 내부와 외부가 통과 가능한 공기의 공간, 내부벽

같은 반투명의 이어에 의해 분리되어진다. 그와 같은

조립한 단면은 건축 표 을 강조하고 시각 이고 다른

의미에서 건축의 표면에 복합 인 바램을 드러내고 있

다. 재료의 다층 이어들은 열과 냉기를 차단하려는 의

도를 포함하지만 구조를 단열하려는 목 은 오로지 기술

인 것만은 아니다. 투명성의 층들은 찰자의 세계에

한 시각을 한정하고 단열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고립을

만들며 비물질 표 에 함축된 경험과 공간의 연속체를

제거한다. 터의 박물 에서 물성이 내포한 공감각으로

는 비물질성을 통한 시각과 기억이 성화되는 것이다.

(4) Swiss Pav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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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품명 Swiss Pavillion

개요

년도 2002

치 Hannover, Germany

용도 Expo

작품

이미지

분석

장소성 물성

지와

건물과의

계

expo 내 부지

독립 빌리온

장소

특징을

내재한 재료

나무( 층되어 있는

나무)

디테일
스 스 통의 나무

쌓기를 도입

물성이

내포한

공감각

메타포를 가진

형태와 시물 없이

사운드에 의한

청각 기억을

구체화

<표 7> Swiss Pavillion 작품 분석

터가 지를 무거운 물성을 가진 상으로 인정하

고 그 게 작업을 진행하면서 건축은 삶을 담는 쉘터이

기 이 에 물질 그 자체로 엮어진 구조물로서 임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지 에 기둥을 박고, 벽을 세우

고, 바닥을 올리는 건축의 기본개념은 깨어지고 외부와

내부의 경계는 물리 으로 허물어진다. 터가 말했듯

이 그가 추구하는 건축은 때로는 자연스럽게 장소의 형

태와 역사의 일부로 성장해 나가는 재료의 집합체일 것

이다.27) 스 스 빌리온(Swiss Pavillion EXPO 2002,

Hannover, Germany)은 추상과 메타포의 성공이다.

한 터는 일찍부터 나무에 깊은 계를 맺고 있으며,

스 스 통의 나무 쌓기를 도입한 디테일 인 표 을

용하 다. 터는 묘한 감수성으로 빛이 가득하고

청각 이며, 재료의 후각 향기로움을 탐구한다. 그가

사용한 나무가 내포한 공감각은 메타포를 가진 형태와

시물 없이 사운드에 의한 청각 기억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5) Klaus Field Chapel

27) Peter Zumthor, A way of looking at things, Thinking Architecture,

Birkhauser, 1988, pp.17〜18

5 작품명 Klaus Field Chapel

개요

년도 2007

치 Wachendorf in Germany

용도 Chapel

작품

이미지

분석

장소성 물성

지와

건물과의

계

평원에 독립 구조체

장소

특징을

내재한 재료

나무+콘크리트

디테일

통 인 벽돌 제조

방법을 완화된

콘크리트로 치환

물성이

내포한

공감각

재료에 남긴 각인된

물성을 통해 성인의

삶을 은유 으로

표

<표 8> Klaus Field Chapel 작품 분석

Bruder Klaus Field Chapel에서 보여 지는 표 방식

은 건물과 지와의 계(joint)를 요시 하는 터의

작품과는 다른 분 기를 자아낸다. 건축물을 구축하는

방식에 있어 지역에서 채취한 목재들을 세워 건물의

와 움집과 같은 공간을 만들었다. 바깥으로는 지역에

서 채취한 흙과 콘크리트를 섞어 24일 동안 매일같이

50cm 높이로 콘크리트를 부어 12m높이로 굳힌 후, 안에

골격을 이루고 있던 목재를 3주 동안 태워 외벽을 단단

히 양생 시켜 구축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재료와

재료의 계 속에서 통 으로 벽돌 굽는 방식을

재해석한 방식으로 완화된 콘크리트로 치환하고 있다.

그가 사용한 재료가 내포한 공감각은 를 이루고

있던 나무가 태워져 재료에 남긴 흔 과 냄새가 그 시

인내와 고통, 성인(聖人)으로서의 희생정신을 은유

으로 표 하면서 그 시 사람들의 감각을 통해 달되

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에서 보면 천정에 뚫린 조그

만 빛의 공간을 통해 내부의 고요함과 막함을 깨고 건

물의 존재를 서서히 드러낸다. 동시에 그 안에서는 빛과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며 시 분 기를 만들어 내

고 있다. 이는 명상과 기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물리 ․

비물리 요소를 인식시키는 터의 해석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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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터는 지역의 재료와 방식을 재해석한 방식으

로 건축물을 축조한다. 한 빛과 재료에 남긴 물성의

흔 을 통해 지, 건축 공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신

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6) Serpentine Gallery

6 작품명 Serpentine Gallery Pavilion

개요

년도 2011

치 Serpentine Gallery in London

용도 Gallery

작품

이미지

분석

장소성 물성

지와

건물과의

계

공원 내 독립건축물

장소

특징을

내재한 재료

black idenden

디테일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방식의 디테일 용

물성이

내포한

공감각

산업생산품과

비되는 정원의

자연성.

후각, 시각, 기억을

통해 공원 내 정원을

담아내는 공간

<표 9> Serpentine Gallery 작품 분석

런던에 있는 Serpentine Gallerys는 매년 건축가 한명

을 하여 그해 여름동안 사용할 Pavilion을 갤러리 앞

의 넓은 잔디밭에 만든다. 2000년 하디드를 시작으로 올

해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벤트로 각 건축가들의 개성있는

Pavilion 디자인 자체가 하나의 시물이며, 그 속에

시, 강연, 카페 등의 갤러리 로그램을 수행한다.

터는 빌리온 내부에 식 조경을 끌어들 는데,

실내에서도 외부 풍경을 체험할 수 있는 스 일이 인상

이다. 터가 이런 풍경 정원에 큰 심을 보이는

것은, 경험 연구를 통해 인간이 경 의 다양성을 선호

한다는 것과 생태 다양성이 생태계에 유리하다는 것에

착안한 것으로 보여 진다. 내부는 정을 둘러서 통로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정원이 나오고, 벽쪽으로 벤치

가 설치되어서 정원을 바라보도록 설계되었다. 터는

정 하면서도 단순한 구성과 재료, 빛의 처리에서 건축

경험의 감각과 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4.3. 종합분석

피터 터의 디자인에 있어 그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친숙한 사물의 이해와 유추를 바탕으로 시간

과 기억의 이미지를 유추해보는데 있다. 이 게 유추된

이미지를 통해 건축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작용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사물에 한

유추는 그의 개인 경험과 상상력 속에서 출발하고 있

지만 이러한 이미지들의 재해석을 통해, 이것을 모든 이

들의 기억과 경험의 이미지로 만들고, 이러한 이미지들

이 건축이라는 형태를 통해 사람들에게 지각되고 나타나

도록 만든다. 이러한 집합 경험이 그의 건축 탐구에

있어서 이 된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디자인한다는 것은 그의 개인

경험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보편화하는 과정으로 경험

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통성과 지역성을 내포한

보편 인 경험 공간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이 게

환원된 형태를 통해 개인 인 연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

로운 특성을 획득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

다. 이 게 환원된 형태 속에서 그는 특히나 감각 인

측면을 통한 공간을 기억하는 방식의 요성을 말한다.

터의 건축은 이러한 단어에 내재된 두 가지 의미-

존재하는 어떤 것과 만들어진 어떤 것-에서 하나의 사실

로서 나타나는 재료를 허용한다. 이러한 상의 불가결

한 요소는 그것이 단순한 형태로부터 출 한다는 것이

다. ‘재료의 리얼리티는 감각되어 질 수 있다’고 터가

말한 바와 같이 그의 건물은 재료와 형태 간의 계를

의식하도록 만든다.

작품과 그 시각 인 흔 은 몇 가지로 환원된다. 석재

슬라 의 일링, 열로 배열된 재의 조인트, 슁 의 층

화, 단순한 연계가 그들이 항시 그러했던 것처럼 이루어

진다. 부분들은 각기 서로 직 으로 부딪힌다. 효과는

터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단어들로 표 되어질 수 있

다. 단순성, 필요, 사실성, 직 성과 같은 단어들이다. 그

러나 지 이러한 효과가 이념 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

은 명백하고, 그 자체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는 건물의 요소들 자체의 표 에 을 둔 작품의 결과

인 것이다.

따라서 피터 터의 6개의 작품을 분석해본 결과 터

의 장소성 물성의 공감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종합

해볼 수 있다.

작품명 년도 용도 공감각 특징

Saint Benedict

Chapel
1988 Chapel 시간과 기억의 변화를 유추화

Thermal Bath Vals 1996 Spa
통과 지역 재료를 내포한 경험

공간으로의 치환

Art Museum Bregenz 1997 Museum 비물질성을 통한 성화

Swiss Pavillion 2002 Expo 일상성을 통한 청각 기억의 구체화

Klaus Field Chapel 2007 Chapel
흔 과 후각을 통한 존재에 한 은

유화

Serpentine Gallery

Pavilion
2011 Gallery 자연과 산업 생산품과의 계화

<표 10> Peter Zumthor 건축 공간의 장소성 물성 사례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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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피터 터의 작품은 어떤 스타일에도 국한받지 않고

건축 자체에 하여 각 로젝트마다의 특징에 따라서

풀어낸다. 하지만 공통 으로 드러나는 은 그 자체의

물질 인 면의 건축에 해 심취해 있고, 형식 인 이미

지의 모방이 아닌 물질, 빛, 공간, 추상 형태의 본질

의미를 지닌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장소성의 측면

에서 볼 때 터에게 지라는 것은 건물이 존재하게 하

는 요한 기반으로, 그 에서 건물이 자라날 수 있도

록 하는 자양분의 역할을 하는 오 제로 인식되고 있으

며, 그 본질 인 속성 자체에 심을 가지고 지의 물

성을 요하게 여긴다.

피터 터 건축 공간의 장소성 물성에 해 분석해

본 결과 공감각의 특징을 여섯 가지로 함축하여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시간과 기억의 변화를 유추화하는

것, 둘째, 통과 지역 재료를 내포한 경험 공간으로

의 치환, 셋째, 비물질성을 통한 성화, 넷째, 일상성을

통한 청각 기억의 구체화, 다섯째, 흔 과 후각을 통한

존재에 한 은유화, 여섯째, 자연과 산업 생산품과의

계화로 요약해볼 수 있다.

피터 터의 이러한 작품의 특성은 모든 인간의 감성

을 보장하는 것이며, 각각의 건물은 명료하게 물질의 구

축과 비물질 매질인 빛에 의한 실재 화합물로서, 건

축물에 반응하는 인간과 계성을 지닌 오감과 기억, 경

험, 온도 등의 공감각 요소들에 한 계의 결과이다.

터의 건축 공간은 구조, 물성, 구축, 주변 환경과의

계, 공간들의 실재에 한 고려로부터 구성된다. 이러

한 특성은 건축의 구축 인 형태에 나타나며, 구축의 궁

극 표 인 물성을 통해 체 건축 공간의 의미를 명

확하게 드러낸다.

한, 터의 작품에서 표 된 장소성과 물성의 특징

을 통해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각 감각만이 소통하는 것이 아닌

오감 외의 여러 공감각 요소들의 감각을 통해 감성과

경험을 인지하는 도구로서의 건축 공간에 한 다른

측면의 제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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