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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트로피컬 공간스타일의 유형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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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ain the uniqueness of tropical space style by identifying it in Southeast

Asia. For this purpose, literature review was examined from 26 specialized tropical space style books and

categorized. Its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as reference materials in designing spaces related to Southeast

Asia and for constructors planning to run their business in Southeast Asia or Korea. The results of categorization

are as follows; ‘Tropical Traditional’, ‘Tropical Colonial’ and ‘Tropical Modern’. First, in case of Tropical Traditional

Style, the traditional styles are adopted in roof and some of traditional styles are adopted in walls, windows and

doors. Second, in case of Tropical Colonial Style, Renaissance or neo-classical styles are adopted in most of

columns, archs, windows and doors. The traditional styles are also blended. Third, in case of Tropical Modern

Style, straight line designs are adopted dominantly. However, decorative objects of traditional style are used to

catch eyes. In summary, traditional style are imbedded more or less in all of tropical style and particularly,

decorative objects of traditional style are key elements representing tropic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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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최근 국내 건설경기의 퇴조는 건설사의 해외 진출, 특

히 동남아시아로의 심을 집 시키고 있으나 정보의 부

족으로 동남아시아 트로피컬 지역의 자연과 풍토, 그리

고 지인들에게 익숙한 공간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한

국 인 디자인을 이입시키고 있다. 한편, 동남아시아는

많은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여행지 하나이다. 이들은

여행을 통한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한국에서도 체험하고

자 하는데 근래에 베트남이나 타일랜드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스토랑, 스 , 마사지 등이 늘어가고 있는 것

이 그 증거이다. 이들 공간은 부분 각 해당 동남아시

아 국가의 통건축, 실내구조나 장식을 차용하고 열

식물로 만들어진 민속공 품 등으로 장식하여 동남아시

아만의 독특한 분 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를 트로피컬

디자인(Tropical Design)이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동남아시아 트로피컬 공간디자인의 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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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 않고 련연구도 드물며 그나마도 나라별로 분산되

어 있어1) 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공간 수

요에도 처를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공간에 한발 다가가는 기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하

고 그 동남아시아를 변할 수 있는 공간 스타일의

유형과 그 표 특성을 정리한다면 국내에서 동남아시

아에 련된 공간 계획 시 그리고 국내기업의 동남아시

아 진출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 다. 동남아시아는 부분 덥고 습하며

비가 많은 기후에서 비롯한 독특한 통양식을 가지고

1) 1. 주서령․김민경, 동남아시아 토속주거의 특성에 한 연구, 한국

주거학회논문집 vol.21 no.6, 2010

2. 주서령․고 은, 말 이시아 통주택의 특성에 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9권 6호, 2010

3. 강유나․오혜경, 인도네시아 식민시 의 공간양식 특성에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20 n.3, 2011

4. 강유나․오혜경, 인도네시아 스토랑에 나타난 통 공간구성요

소의 표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20 n.6, 2011

5. 최한희․오혜경․주서령, 태국 부지방 통주택 공간구성요소

의 장식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20 n.6, 2011

6. 오혜경, 말 이시아 호텔 로비에 나타난 공간구성요소의 디자인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20 n.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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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들 양식은 식민시 와 를 거치면서 변화하고

있다. 이것에 주목한 본 연구의 목 은 동남아시아의 자

연과 기후, 그리고 역사에서 비롯된 다양한 공간스타일

활발하게 용되고 있는 표 유형을 추출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악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1) 연구 방법의 개요

본 연구의 방법은 동남아시아 트로피컬 공간디자인에

련된 문헌 총 64권 공간스타일 련문헌 26권을 분

석한 문헌조사 연구이다. 수집된 문헌을 검토한 결과 공

간의 특성을 열거하는 방식이 각 문헌별로 다르게 나타

났는데, 디자이 의 작품이나 로젝트의 사례를 제시한

사례별 열거방식, 열 지역의 기후를 반 한 실내공간

종류와 그 특성을 제시한 공간별 열거방식, 열 기후지

역을 세분화하여 지역 혹은 국가별로 특성을 제시한 지

역별 열거방식, 마지막으로 열 지역의 공간디자인을 스

타일별로 제시한 스타일별 열거방식이 있었다. 이 스

타일을 제시한 문헌이 본 연구의 조사 상이다. 유형분

류의 방법은 첫째, 이들 26권의 문헌에서 제시한 제목과

목차는 각 문헌에서 분류한 공간스타일을 언 한 것이라

는 가정 하에 이를 모두 조사하여 종합하고 유사한 어휘

의 제목끼리 군집화하여 공통 을 추출한 후 유형화하고

명칭을 부여하 다. 둘째, 분류된 유형에 해당되는 26권

각각의 문헌내용을 정리하고 여기에서 제시된 사진을 모

두 스캔한 후 각 사진의 공간 유형을 별 2)하 으며 이

를 외부구성요소인 지붕, 벽, 창과 문 실내구조요소인 천

장, 벽, 바닥, 창과 문 실내장식요소인 가구, 소품으로 나

어 그 특성을 분석하 다.

(2) 연구방법의 한계 보완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은 동

남아시아의 문화 특성이 외부세계 문화의 유입으로 인

한 ‘다양성’3)이라는 것이었다. 즉, 각 나라의 문화가 성립

되는 기부터 서양의 식민지 이 까지는 인도의 힌두교

와 불교가 들어와서 성행하 는데 륙부에서는 그 로

이어졌으나 도서부에는 역시 인도를 통해 들어온 이슬람

교가 지배 이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인도보다는 인

한 국 문화의 향을 강하게 받았고 필리핀은 국가

형성 이 에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어 가톨릭을 신 하게

되었다.4) 한편 동남아시아는 17세기 이래 유럽열강의 식

2) 유형 별기 은 사진에 나타난 모든 공간구성요소를 분석하여

통 특성이 60%이상 나타나면 트로피컬 트 디셔 , 식민주의

특성이 60%이상 나타나면 트로피컬 콜로니얼, 특성이 60%

이상 나타나면 트로피컬 모던 유형으로 구분하 다. 구분과정에서

트래디셔 50%, 모던 50%여서 구분하기 애매한 사진은 거의 없

었고 따라서 비교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3) 김홍구 외, 동남아 인간과 문화, 부산외국어 학교출 부, 2001, p.207

4) Milton Osborne, Southeast Asia; an Introductory History, 한권에

민지배에 놓이게 되어 인도네시아에는 네덜란드 문화가,

미얀마, 말 이시아는 국 문화가, 베트남, 캄보디아, 라

오스에는 랑스 문화가 이식되었다. 이상과 같이 다양

한 문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련 문헌5)

을 모아 공통된 트로피컬 공간스타일의 특성을 추출한다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 다.

첫째, 선정된 26권의 문헌과 그 외의 문헌6) 선행연

구를 조사하여 트로피컬 공간스타일에 련된 내용을 추

출하 고 이를 종합하여 일반 인 특성을 정리하여 분석

의 기 <표 1>을 마련하 다. 둘째, 26권의 문헌에 게재

된 사진 공간구성요소가 잘 드러나는 사진을 스캔하

고 컬러 린트한 후 분류된 유형7)에 따라 정리한 후 벽

면에 한꺼번에 붙여놓고 이를 비교해 보면서 각각의 사

진 에 공간구성요소의 특징을 기술해 넣었다. 이러한

방법은 사진 하나하나를 따로 분석할 때 놓치기 쉬운 큰

기를 악8)하는데 유효하다. 셋째, 기술된 각 사진의

내용을 공간구성요소별로 모아 정리하고 공통 과 상이

을 추출하 다. 이때 먼 정리해 놓은 동남아시아 트

로피컬 공간스타일의 분석기 <표 1>과 비교해 가면서

최종 인 특성을 추출하 다.

외부공간구성요소
(지붕, 벽)

실내구조요소
(천장, 벽 ,바닥, 창․문)

실내장식요소
(가구, 장식품)

사원

궁

지붕: 층층지붕, 겹쳐진 직
선 , 끝이 올라간 국식,

오 삼각박공
지붕색: 녹색, 색, 붉은색

지붕장식: 나가, 용, 연꽃
스투 : 첨탑, 종, 옥수수

벽: 박스텐실& 박기둥

천장: 높음, 우물천장 는
목구조 + 박 조각장식

벽: 거 한 기둥찬디(Candi),
불상, 나가, 유리모자잌 는

그림장식, 박문양
바닥: 나무 넬, 석조

창․문: 장식, 조각장식

가구: 색, 검은
옻칠 빈틈없는 조

각장식가구, 스투
형태가구

장식품: 불상, 은
세공 그릇, 통

문양 실크

토속

주거

수직 기둥 고상식 목가

구 구조
지붕: 오 삼각박공, 경사

지붕재료: 풀잎(오두막), 타
일이나 아연(목조주택)

벽: 나무 는 목재패

천장: 높음, 구조노출, 거칠

고 투박한 마감.
벽: 내벽 없거나 낮은 벽, 나

무패 벽
바닥: 쪼갠 나무나 목재

창문: 큼, 격자그릴, 루버덧문

가구: 거의 없음

직물: 실크, 바틱
조각: 불상, 목각,

유리모자잌
바구니: 나무,

라탄

식민

양식
주거

네오클래식 등 유럽양식
식민양식+ 통요소

지붕: 경사, 긴처마
벽: 베란다 첨가, 스터코

마감

식민+ 통요소, 거실 오
천장: 서양식, 통노출식

벽: 벽지 는 페인트마감
창․문: 바닥까지 길게 냄,

아치 or 사각 임, 루버
셔터, 나무 덧문

가구: 서양 통 가
구, 천장선풍기

침 : 4개기둥+모
기장

장식품: 동남아+서
양 통장식품

<표 1> 분석의 기

담은 동남아시아 역사, 조흥규, 오름, 서울, 1997, p.37

5) 련문헌은 타일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 이시아, 필리핀, 미

얀마는 물론 인도네시아의 발리, 자바 등 지역 공간을 다루는 등

매우 다양하 다.

6) 조사한 문헌 64권에서 실제분석에 사용한 26권을 제외한 38권의

문헌임

7) 분석한 유형별 사진은 트로피컬 트래디셔 : 186컷 트로피컬 콜로

니얼: 134컷 트로피컬 모던: 248컷이었다.

8) 큰 기라 함은 트로피컬 지역의 공통된 특성을 말한다. 동남아시

아 륙부의 통 지붕양식을 로 들면 미얀마의 층층 구성, 타일

랜드의 겹쳐 쌓은 직선 , 라오스의 겹쳐 쌓은 곡선 , 베트남의

끝이 올라간 국식 지붕양식 등으로 다양하다(박우희·오혜경,

륙부 동남아시아의 공간디자인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

회논문집 제12권 1호, 2010.6, pp.154∼159.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이를 모두 통 지붕양식의 고수로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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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로피컬 공간스타일의 유형 분류

2.1. 유형 분류의 어휘 추출 군집화

스타일을 제시한 문헌 총 26권을 분석한 결과 유형을

분류하는 기 이 없이 자마다 다양한 제목과 목차로

구분<표 2>, <표 3>9)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유사 명칭

이 반복되거나 조 씩 다른 어휘를 혼동 으로 사용함으

로서 그 유형을 악하기 어려워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유형을 분류하 다.

우선 련문헌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트로

피컬 지역이나 국가에 나타난 한 가지의 공간스타일을

선정하고 그에 해 설명한 문헌 11권<표 2>과 역시 트

로피컬 지역이나 국가에 나타난 다양한 공간스타일을 열

거한 문헌 15권<표 3>이었다. 한 가지 스타일을 제시한

문헌은 다시 3가지로 분류되었는데 Classic Thai에서 볼

수 있듯이 클래식 즉, 통이 제목인 문헌 1권,

Indochine Style로 동남아시아에서 랑스의 지배에 있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식민시 스타일에 한 문

헌 1권과 그 외의 9권은 모던/ 동시 / 새경향/ 새물결/

미니멀 등의 어휘로 표 한 제목이어서 에 한 문

헌이 압도 으로 많았다. 한편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한

문헌 한 명칭은 다르지만 부분 이들 3가지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에는 Heritage Living, Tropical

Elegance, Tropical Chic, Time of Adoption, Dualities,

Transformations, Interface 등 애매한 어휘로 표 한 목

차도 있었는데 이들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Heritage

Living은 트래디셔 스타일, Tropical Elegance는 콜로니

얼스타일, Tropical Chic은 모던스타일에 한 내용이어

서 각각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Time of Adoption,

Dualities, Transformations, Interface 등 목차의 내용에

는 3가지 스타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각각의 스타일에

배분하 다. 한편 이들 스타일에 포함되지 않는 목차와 내

용도 있었는데 를 들면 Gardens, Courtyards, Bamboo

Culture, Retreats and Resorts, By the sea, Tropical spa

등 트로피컬 장식이나 재료, 는 특정한 공간에 한

내용이어서 제외하 다. 그 외에는 각 문헌에서 언 한

스타일을 모두 열거하 다.

자(출 년도) 문헌 제목 내용 스타일

1

Chamsai

Jotisalikorn

(2007)

Classic Thai 타일랜드의 통 공간
클래식/

통

2
Barbara Walker

(2009)
Indochine Style

베트남의 랑스 향

공간 디자인
식민지

3
James Trulove

(2002)
Tropical modernism

17명의 건축가 는

건축회사별 작품수록
모던

<표 2> 한 가지 스타일을 제시한 문헌

9) <표 2>, <표 3>에는 공간스타일과 련이 없는 목차는 제외한 결

과이다.

4
Philip Goad

(2005)

New Directions in

Tropical Architecture

11명의 건축가별 작품

수록
새 경향

5
Gianni Francione

(2008)

Bali Living: Innovative

Tropical Design
21채의 주택별 작품수록 신

6
Gianni Francione

et al (1999)

Bali Modern: The Art

of Tropical Living
발리의 모던 공간 수록 모던

7
Gianni Francione

(2003)

Bali Houses: New

Wave Asian Archi.

발리의 모던 공간

통의 양이 매우 은 공

간 수록

새 물결

8
RaulBarreneche

(2003)
Tropical Modern

열 지역의 주택별 작

품수록
모던

9
Danielle Miller

(2006)
Tropical Minimal

열 지역의 공간별 작

품수록
미니멀

10
Jane Marsden

(2007)
Contemporary Thai

타일랜드의 모던 공간

수록
동시

11
Elizabeth

V.Reyes(2002)

Contemporary style in

the Philippines
필리핀의 모던 공간 수록 동시

자/출 년 문헌 제목 목차 스타일

1

Luca

Invernizzi
Tettoni(1998)

Myanmar
Style

-Religious Architecture
-Secular Architecture

-Early Modern Architecture
-Contemporary Architecture

-Arts and Crafts

종교
비종교

기모던
동시

미술공

2
Tan Hock

Beng (1999)

Indonesian

Accents

-Traditions
-Dualities

-Transformations
-Interface

통
이원성

변형

3
Tim Street
poter(2000)

Tropical
Houses

-Vernacular & Designing
-Colonial Style

토속
식민양식

4
Gillian Beal
(2002)

Island Style
-Island ethnic
-Island contemporary

민족 통
동시

5
Rio Helmi
2003)

Bali Style
-Balinese traditions
-time of adoptions

통
수용

6

Rene

Javellana
(2004)

Filipino Style

-Traditional Houses
-Foreign Influences

-Traditions Adapted
-Natural Influences

통
외세 향

통수용
자연 향

7
Channa
Daswatte

(2006)

Sri Lanka

Style

-Vernacular & Colonial
-Island Eclecticism

-Contemporary Inspirations

토속/식민
충

동시

8
Gillian
Beal(2006)

Tropical Style
-Tropical Ethnic
-Tropical Fusion

-Tropical Modern

민족 통
퓨

모던

9

Bertrand

DeHartingh
(2007)

Vietnam
Style

-Vernacular styles

-The French Legacy
-Modern times

-Contemporary design

토속

랑스유산
모던

동시

10
Elizabeth V.
Reyes(2007)

Tropical
Living

-Fusion & Cross Currents

-Reworking the Vernacular
-Urban Modern& Minimalist

-Rustic Assemblage

퓨 /혼류

토속 작업
도시모던,

낡은조합

11
Luca
Invernizzi

Tettoni(2009)

Ultimate

Tropical

-Vernacular

-Colonial
-Tropical contemporary

-Heritage Living
-Tropical Chic

토속

식민
동시

옛건물
도시 지성

12

William

Warren
(1990)

Thai Style

-Traditions
-Traditions adapted

-Foreign Influence
-Tropical Modern

통
수용

외세 향

13
Peter

Schoppert
Java Style

-The Great tradition
-Modernisms

-Contemporary homes

통
모더니즘

동시

14
Elizabeth
Reyes(2010)

Tropical House:

Cutting Edge
Design in the

Philippines

-Retro Modern
-Homage to art deco

-Contemporary chic
-Ethnic Fusion

-Tropical Elegance
-Vernacular Nostalgia

-East-West Blend

복고모던
아르데코

동시
민속 퓨

식민
토속

동서양 충

15

Jane Doughty
Marsden

(2001)

New Asian
Style

-Eastern Ideals

-Tropical Modern
-Conemporary Ethnic

-Zen Minimalist
-Asian Retro and Recycled

동서양 충

모던
동시 민족

젠미니멀
아시안복고

<표 3>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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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타일 련 어휘 종합 유형 분류

다음은 각 문헌에서 언 된 제목을 종합하고 공통된 스

타일을 지칭하는 어휘를 군집화하여 A, B, C로 분류<표

3>하 다. 이들을 유형화하기 해 실내디자인 공교수

와 박사과정 1인, 석사과정 2인의 의견개진과 심층토론을

거친 결과 동남아시아 트로피컬 공간스타일 유형 구분에

는 스타일이 변화하는 시 이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역사

성이 반 된 어휘를 사용해야 함을 숙지하 다. 이는 동

남아시아의 역사가 타일랜드를 제외10)하고는 모두 서양의

지배하에 일정기간 있었다는 공통 과 무 하지 않다. 따

라서 각국의 통이 지켜지던 식민시 이 과 그 이후

지배국의 향 그리고 독립한 후 최근까지 진행된 공간의

변화가 스타일로 표 되고 있음을 주지할 수 있었다.

<표 3>의 ‘스타일 련 어휘’는 <표 2>에서 열거한

문헌의 제목 목차에 나타난 어휘를 모두 종합하여 2

번 이상 언 된 어휘만을 모은 결과이다. 먼 A군에 속

한 어휘는 Traditional/ Vernacular / Ethnic/ Classic 등

으로 통과 계되는 어휘이며 그 Traditional이 7번

Vernacular가 6번 출 하고 있다. B군에 속한 어휘는

Colonial/ Foreign Influence/ East-west Blend/ Fusion

등으로 Colonial/ Foreign Influence가 각각 3번, 나머지

가 2번으로 특별히 우세한 어휘는 없었다. 한편 C군에

속한 어휘는 Modern/ Contemporary/ Minimal/ New 등

으로 Modern이 10번, Contemporary가 9번 출 하 다.

따라서 각 유형에서 가장 많이 언 된 어휘를 내세워 유

형A는 통 스타일이 많은 양을 차지하므로 트로피컬

트래디셔 (Tropical Traditional), 유형B는 식민시 양

식이 주가 되므로 트로피컬 콜로니얼(Tropical Colonial),

유형C는 에 트로피컬 디자인을 융합한 트로피컬 모

던(Tropical Modern)으로 명칭을 부여<표 4>하 다

A 유형 B 유형 C 유형

어휘세분 횟수 어휘세분 획수 어휘세분 횟수

스타일

련

어휘

traditional 7 Colonial 3 Modern 10

Vernacular 6 Foreign 3 Contemporary 9

Ethnic 3 East-west 2 Minimal 3

Classic 2 Fusion 2 New 3

유형

명칭

트로피컬 트 디셔

(Tropical Traditional)

트로피컬 콜로니얼

(Tropical Colonial)

트로피컬 모던

(Tropical Modern)

<표 4> 문헌의 스타일 련 어휘 종합 유형 분류

3. 동남아시아 트로피컬 공간의 일반

특성

Luca Invernizzi Tettoni11)에 의하면 동남아시아의 트

10) 타일랜드가 서양의 지배를 받지는 않았으나 국 주변국의

향을 받아 서양식 건물이 상당수( 재 Bangkok에서 리 알려져

있는 Hotel인 Eugenia Hotel, Praya Palazzo. Peninsula Hotel의

Spa 등과 Phuket에 있는 Thai Hua School Museum Chiang

Mai의 Ping Nakara Hotel 등) 건축되었다.

로피컬 공간은 자연소재, 기둥과 보의 구조 등 통스타

일을 기반으로 화해 나가고 있으며 그 에서 특히

생공간, 시설비, 첨단기술의 부엌 등이 그 심에 있

다. 동남아시아 토속주거의 공통 을 보면 먼 , 외부공

간의 구조는 기단식인 인도네시아의 자바나 발리를 제외

하고는 주로 수직 기둥 에 올려지은 고상식이 많으며

이를 포함한 모든 요소는 통풍과 차 을 고려하여 구성

된다. 지붕은 나무와 나무를 사용한 기둥-보의 목가구

구조로 여기에 풀잎 는 짚을 덮은 서민의 오두막<그

림 1-a>과 타일이나 아연을 덮은 잘사는 사람들의 목조

주택<그림 1-b> 그리고 베트남을 제외한 륙부 동남아

시아에는 여러 개의 을 겹쳐 쌓은 층층(pyat-that) 형

태의 사원<그림 1-c> 는 궁 <그림 1-d>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지붕은 양 끝에 통풍을 해 오 된 삼각

박공<그림 2-a>이 있고 경사지며 처마가 깊어 실내로

들어오는 햇빛을 차단<그림 1>한다. 벽은 나무나 목

재 등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는 틈새나 구멍이 있어

통풍을 극 화 한다12). 햇빛을 차단하기 해 격자

그릴이나 루버형태의 덧문이 있는 창을 내는 것이 일반

이다.13)

a) b) c) d)

<그림 1> 통양식의 외부 지붕

다음, 내부공간을 보면 천장은 구조가 그 로 드러나

거칠고 투박한 마감을 보이며 통풍을 해 천장고가 높

다.<그림 2-a> 벽은 개방된 구조로 내벽이 거의 없으며

있다 해도 천장까지 가지 않은 낮은 벽<그림 2-b>이어

서 체 공간의 공기 소통을 도우며 고상식으로 올려진

바닥은 목재나 길다란 나무를 쪼개서 엮은 마루 을

깔아 바닥 아래의 그늘진 곳의 시원한 공기를 로 끌어

올린다.14) 목조주택은 보다 정선된 재료로 구성되며 특

히 타일랜드에서는 가로 세로 임이 교차하면서 형성

되는 ‘ 로그팩’(fa loog fak)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 사

용됨으로서 벽에 장식성<그림 2-c>을 더하고 있다.15)

한편 궁 이나 사원은 조각, 모자이크, 그림 등의 화려한

장식이 벽과 천장에 빈틈없이 채워진다.<그림 2-d>

11) Luca Invernizzi Tettoni, Tropical Asian Style, Hongkong: Periplus

Editions, 2007, pp.16∼18

12) 주서령․김민경, 동남아시아 토속주거의 특성에 한 연구, 한국주

거학회논문집 vol.21 no.6, 2010, p.23

13) Luca Invernizzi Tettoni, 앞의 책, pp.20∼25

14) 주서령․김민경, 동남아시아 통주거 형태와 문화에 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 회논문집, 2009, p.58

15) 최한희․오혜경․주서령, 태국 부지방 통주택 공간구성요소의

장식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20 n.6, 2011,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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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2> 통양식의 실내공간

이상과 같은 형 인 통공간이 서양 지배하의 식민

스타일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면 유럽의 고 양식

을 그 로 옮겨온 기 스타일에서 덥고 습한 트로피컬

기후에 응해 갔는데 식민양식에 통주택이 합쳐진 스

타일이 그것이다. 이를 보면 아래층은 유럽양식의 석조

로, 층은 동남아시아의 목구조로 짓기도<그림 3-a>

하 고 고상식이 덧붙여<그림 3-b>지기도 한다.16)

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베란다가 사방에 더해지며17)

<그림 3-c> 거실은 다른 공간의 통풍을 해 오 <그

림 3-d, f>되어 감으로서 안과 밖이 하나의 공간으로 변

해 갔다.18) 여기에다 창문은 바닥까지 길게 내고<그림

3-e, g> 햇빛을 차단하기 해 루버셔터<그림 3-g>나

쉐이드<그림 3-e, f>를 단다. 이러한 구조요소의 변화와

더불어 기후에 응한 장식요소가 공간에 더해졌는데 침

에 4개의 기둥을 세우고 모기장을 다는 것<그림 3-h>

과 공기의 류를 해 천장에 선풍기를 다는 것<그림

3-e>이다.19)

a) b) c) d)

e) f) g) h)

<그림 3> 식민양식의 트로피컬 공간

한편 서양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후에 통공간이

변화된 양상을 보면 의 진보된 하이테크 기술보다는

기후에 응하며 오랫동안 형성된 통의 기본을 따르고

있다. 즉, 맞바람 통풍, 가구식 구조, 베란다 등 자연친화

인 디자인과 안․밖의 구분을 최소화한 오 랜은

의 공간디자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통해 있어 두 가지

다른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 한

트로피컬지역의 고상식 통공간은 르코르뷔제의 ‘건축

16) Luca Invernizzi Tettoni, 앞의 책, pp.26∼33

17) 베란다의 일부를 확장하여 하나의 거실이나 식당 공간으로 활

용<그림 4-c>하기도 한다.

18) Luca Invernizzi Tettoni, 앞의 책, pp.36∼50

19) Tim Street Porter, Tropical Houses, London; Thames & Hudson,

2002, p.19

의 5원칙’20)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공간은 가능한 한

벽이 없이 오 하며 벽이 있다 하여도 유리벽<그림

4-a>이어서 시각 개방감을 주거나 물리 으로 든지

어서 실내와 실외의 구분을 이고<그림 4-b> 수 장

이나 연못<그림 4-b> 등 물을 두거나 정원을 필수 으

로 두는 등 자연을 가까이 하고 있다.21) 이러한 구조

변화와 더불어 나무결이 강한 목재를 사용<그림 4-c>하

거나 통 장식품을 배치하는 등 동남아의 액센트<그림

4-d>가 더해지고 있다.22)

a) b) c) d)

<그림 4> 의 트로피컬 공간

4. 동남아시아 트로피컬 공간스타일 유형

의 특성

이상과 같은 특성을 주지하고 본 연구에서 선정한 26

권의 문헌을 분석하여 찾아낸 동남아시아 트로피컬 공간

스타일에는 앞서 기술한 일반 특성이 거의 모두 나타

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발견한 사실은 트래디셔 ,

콜로니얼, 모던 각각의 유형에는 통에서 유래한 디자

인과 의 디자인이 기본 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트로피컬 트래디셔 이라해도 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트로피컬 모던에서는 반 의

결과 으며 트로피컬 콜로니얼에는 서양의 클래식한 공

간구성요소가 섞여 있다는 것이 달랐다.

4.1. 트로피컬 트래디셔 스타일의 특성

서구열강 침략 이 의 고유한 스타일이 주로 나타난

다. 이를 크게 보면 외부는 주로 통 그 로를 재 하

거나 일부 변형하는데 반해 실내는 일정부분을 화하

고 있었다. 먼 , 외부구성요소 지붕은 구조와 재료

모두 통양식이 거의 그 로 용<그림 5-a>되고 있었

는데 체 공간에서 지붕이 통 그 로 재 되면 부

분 트래디셔 한 공간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는 동남

아시아의 공간에서 지붕은 거주자의 지 그 건물의

역할에 한 상징이 반 되는 요소이므로 과장된 형태

즉, 크기가 상 으로 크다23)는 것과 무 하지 않다.

20) 필로티, 옥상정원, 자유로운 평면, 수평창, 자유로운 사드

21) Barreneche, R. A., Tropical Modern, New York: Rizzoli, 2003,

pp.11∼26

22) Poter, T. S., Tropical Houses, New York: Clarkson Potter, 2000,

pp.9∼10

23) 주서령․김민경, 동남아시아 토속주거의 특성에 한 연구, 한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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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벽은 통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화한

곳이 많았다. 즉, 나무, 식물의 기, 풀잎 등을 다양한

패턴으로 짜서 엮는 오두막의 벽구성 방법과 목재 패

로 구성하는 부유층의 벽구성 방법 식물로 엮는 방법

<그림 5-b>은 드물고 목재 패 벽이거나 벽돌 등의 석

재 는 회벽<그림 5-c>이나 페인트벽 등이었다. 이때

문이나 창은 통 그 로<그림 5-a, b, c>가 많았고 일

부 유리도 있었으나 그 임은 티크를 시한 짙은색

의 나무 임<그림 5-d>이었다.

a) b) c) d)

<그림 5> 트래디셔 스타일 외부

다음, 실내구조요소를 보면 천장은 지붕이 통양식 그

로 재 되었으므로 구조가 드러나 거칠고 투박한 마감

을 보이며 천장고가 높아 공간의 분 기를 주도<그림

6-b, c>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는 통구조를 모방하되

화한 천장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벽은 통방식

<그림 6-a>으로 가고 있었다.24) 실내의 벽은 외부벽과

마찬가지로 목재 패 벽<그림 6-c>, 석재<그림 6-b>,

회벽이나 페인트벽 등이며 바닥은 통방식보다는 리

석이나 타일 등의 석재 그리고 짙은색 나무 넬이 부

분이었다. 문은 통 그 로 재 한 <그림 6-c>가 많

았는데 소수 장식없는 나무문<그림 6-b>도 있었다. 그러

나 창은 통보다는 부분 나무 임에 유리를 끼우거

나<그림 6-a> 여기에 셔터를 달아<그림 6-d> 놓았다.

a) b) c) d)

<그림 6> 트래디셔 스타일 실내

실내장식요소를 보면 동남아시아의 통 생활방식에서

가구는 크게 발달되지 않았으나 식민지배하에서 서양의

가구가 도입되었고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조각<그림

7-a>을, 타일랜드에서는 조각에 박이 합해져<그림

7-b> 이 두 나라에서 하나의 독특한 스타일로 탄생

하 다.25) 사용된 가구를 보면 목재나 라탄가구가 부

거학회논문집 vol.21 no.6, 2010, p.24

24) 천장은 통구조이나 벽이나 창 는 문 등 다른 공간구성요소가

화되어 있으면 모던으로 간주하 다.

25) Tanistha Danslip, Things Thai, London; Periplus Edition, 2002,

pp.32∼34. pp.78∼83. Jane Marsden, Contemporary Thai, London;

Periplus Edition, 2007, pp.94∼109. Luca Invernizzi Tettoni, 앞의

분이었는데 여기에는 물론 에서 언 한 가구가 포함되

어 있었으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나무나 잘 다듬지 않

은 자연나무 그 로의 가구<그림 7-c>가 더 많이 사용

되었다. 한편 국풍의 가구26)도 다량 사용되었는데 명

나라가구부터 청나라까지 다양<그림 7-d>하 고 소수지

만 서양의 목재가구도 사용27)되었다.

a) b) c) d)

<그림 7> 트래디셔 스타일에 사용된 가구

소품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통 소품인 불상

<그림 8-a>이나 코끼리, 토속 목조각<그림 8-b>, 종교

그림<그림 8-c>, 직물, 항아리나 바구니<그림 8-d>

등 각국의 통소품이 거의 필수 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a) b) c) d)

<그림 8> 트래디셔 스타일에 사용된 소품

4.2. 트로피컬 콜로니얼 스타일의 특성

유럽 침략 후부터 독립이 의 식민양식이 우세한 경우

이다. 이를 크게 보면 기둥, 창문의 형태, 벽패 등의

공간구조요소가 다양하게 용된 반면 장식요소인 가구

와 소품은 그 사용이 빈번치 않다는 특징이 있다. 먼

외부구성요소 지붕은 수평선을 강조한 편평한 지붕

<그림 9-a>과 박공지붕<그림 9-b, c>이 비슷하게 나타

났다. 여기에 베란다는 거의 모두 들어가 있고 반원아치

와 기둥 필라스터 그리고 코니스 등이 들어간 네오클

래식스타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창문은 바닥까지 길게

내고 여기에 셔터를 단 경우<그림 9-d>가 많다.

a) b) c) d)

<그림 9> 콜로니얼스타일 외부

다음, 실내구조요소를 보면 천장은 기본 으로 편평하

거나 우물천장이 많으며 기둥은 물론 천장과 벽을 구분

책, pp.195∼197

26) 국의 향이 강한 베트남은 물론 그 외의 나라에도 국풍의 가

구가 상당수 사용되었다.

27) 체어와 국의 쉐라톤체어 등으로 모두 목재의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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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선에 몰딩도 사용되는 등 형 인 식민양식을 따

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트로피컬의 특성이 첨가되

었는데 <그림 10-a>를 보면 라탄 원형창과 천장의 선풍

기 그리고 어 여는 창 등이 그것이다. 벽은 부분 장

식없는 회벽이나 벽지로 처리<그림 10-a, b>하 는데

목재 패 벽도 다수 있었고 통과 합쳐져<그림 10-

c>28) 독특한 양식을 띄기도 한다. 바닥은 리석, 타일

등이나 목재 트리도 있으며. 일부 카펫을 활용한 경

우도 있다. 창과 문은 비교 크고 길며, 형태 으로는

아치<그림 10-b, 11-d>와 치 도어<그림 10-a, d>

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a) b) c) d)

<그림 10> 콜로니얼스타일 실내

장식요소로서 가구는 식민시기 유럽에서 유행한 가구

도 사용되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변형

<그림 11-a, c>하거나 형태는 유사하지만 재료를 라탄

<그림 11-b>이나 나무<그림 11-c>로 체하여 열

기후에 용시키기도 하 으며 업홀스터리 가구의 경우

트로피컬 특유의 색이 용된 실크<그림 12-a>로 씌우

기도 한다. 한 동남아시아의 장식 많은 가구<그림

11-d>29)를 사용하기도 하며 트래디셔 스타일과 유사

하게 국의 명․청 가구도 다량 사용되었다.

a) b) c) d)

<그림 11> 콜로니얼스타일에 사용된 가구

소품은 액자, 시계, 꽃병 등 콜로니얼 시 의 앤틱한 소

품은 은 신 통에서 유래한 토속 목조각<그림

10-d>, 석조각, 테라코타, 바구니, 옻칠그릇, 직물(Ikat직

물, 바틱직물, 실크 등), 항아리 등 각국의 특유한 통소

품이 그 로 사용<그림 12-b>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소

품을 용하는데 있어서 콜로니얼스타일로 변형한 도

상당수 나타났는데 <그림 12-c>를 보면 복도의 양 벽에

그림을 거는 방식은 형 인 유럽스타일이지만 그림의

내용은 트로피컬 지역의 풍경이나 사물이었고 <그림

28) 르네상스양식의 들보 천장 필라스터와 코니스 등은 모두 식민

양식이지만 문과 문 의 장식은 인도네시아 자바의 문양으로 통

이 가미된 콜로니얼 스타일이다.

29) 식민지배하에서 도입된 가구는 인도네시아와 타일랜드에서 풍부한

조각과 박의 독특한 양식으로 발 하 다.

13-d>는 테이블 스탠드 갓에 통문양이 용된 이다.

a) b) c) d)

<그림 12> 콜로니얼스타일에 사용된 소품

4.3. 트로피컬 모던 스타일의 특성

독립 이후부터 재까지의 모던디자인이 우세한 경우

이다. 이를 크게 보면 외부와 내부 모두 단순하고 간결

한 모던디자인이지만 거의 부분 통이 첨가되어 있다

는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먼 외부를 보면 주 사용

재료가 일반 인 콘크리트나 스틸, 유리 등으로 세계의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형태도 직선 건물

에 수평지붕<그림 13-a, b>과 박공지붕<그림 13-c>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 히 베란다는 요한 구성요소로 거의 부분 용되

어 있었고 통으로부터 변화된 식민시 의 확장된 오

베란다가 트로피컬 공간에도 용<그림 13-d>되어

창이 없이 정원 는 외부와 바로 소통하고 있었다.

a) b) c) d)

<그림 13> 모던스타일 외부

다음, 실내구조요소를 보면 천장이 다양하게 나타났는

데 평천장<그림 14-a>과 우물천장은 물론 통 천장구

조를 단순화하여 무게감을 인 스타일<그림 14-b, c,

d>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때 벽은 페인트 는 벽지

마감<그림 14-a, d>이거나 면 유리창<그림 14-b, c>

으로 이어서 천장의 통 인 분 기와 벽의

인 분 기가 조화되고 있었다.

a) b) c) d)

<그림 14> 모던스타일 실내의 천장과 벽

창문은 부분 바닥부터 천장까지 크게 할애되어 있는

데 이는 세계 트랜드이긴 하지만 트로피컬 지역 통

의 내․외부 구분없는 공간이 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창문은 트로피컬 모던스타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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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표 하는 액센트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다.

그 사례를 보면 상당수가 루버덧문에서 유래하 다고 보

여지는 가로선의 창문<그림 15-a>이 많았고 우물정자

형태의 창문<그림 15-b, c>도 비슷한 숫자로 나타났다.

우물정자 창문은 국에는 없고 한국과 일본에 특히 많

은 가 보여지지만30) 동남아시아에도 상당수 나타나 동

북아나 동남아를 가릴 것 없는 동양의 특징이라 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통문양을 유리에 용<그림

15-d>하기도 하 다.

a) b) c) d)

<그림 15> 모던스타일 실내의 창과 문

장식요소로 활용된 가구는 매우 다양하 는데 인

바우하우스 가구<그림 16-a>를 비롯한 Charles Eames,

Verner Panton, Hans Wegner 등 작가의 가구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 열 의 재료인 라탄<그림

16-b>은 물론 나무<그림 16-c>나 가공하지 않은 자

연목 가구도 많았으며 특히 Kenneth Cobonpue의 가구

가 여러 곳에서 보여지는데 이는 열 식물 Rattan,

Buri, Kawayan, Abaca나 코코넛잎을 주재료로 사용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코코넛잎의 Lulu체어<그림

16-d 오른쪽> 시리즈가 많았고 라탄 기의 Yoda체어<그

림 16-d 왼쪽> 시리즈도 사용되었다.

a) b) c) d)

<그림 16> 모던스타일에 사용된 가구

다른 구성요소들이 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통

이 첨가된 것에 비해 소품은 통이 주로 사용되고 있

다. 이는 트래디셔 이나 콜로니얼 스타일과 크게 다르

지 않지만 특기할 사항은 체 인 분 기가 60% 이상

인 공간에서 통 소품은 통에 한 액센트의

효과가 크고 동남아시아 트로피컬 공간의 정체성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특히 크기가 큰 소품은 시각

의 역할<그림 17-a, b>도 하는데 그 지 않을 경우 이

를 한데 모아 체 인 크기를 키우는 것<그림 17-c,

d>도 다른 하나의 방법이었다.

30) 박지연․이연숙, 한국, 국, 일본의 통 창살 그래픽 제 비교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23 n.5, 2000, pp.139∼148

a) b) c) d)

<그림 17> 모던스타일에 사용된 소품

5. 결론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트로피컬 공간스타일 련문헌

26권 각 장의 제목을 분석하여 공통 어휘를 모두 조사

하고 유사한 어휘끼리 군집화하여 공통 을 추출한 후

트로피컬 트래디셔 , 트로피컬 콜로니얼, 트로피컬 모던

스타일로 명명하 으며 각 스타일에 련된 공간구성요

소의 사진과 내용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추출하 다.

그 결과 첫째, 트로피컬 트래디셔 유형은 외부의 지

붕이 가장 요한 요소로 지붕이 통 그 로 재 되고

벽과 창/문이 통과 일정부분 연결되어 있으면 통성

이 보다 강한 트래디셔 스타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에 반해 지붕이 통 그 로라면 실내의 천장도 통스

타일이라는 제하에, 일정부분을 화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둘째, 트로피컬 콜로니얼 유형은 구조요소

에서 르네상스 는 신고 양식의 기둥과 아치, 창/문이

모두 는 일정부분 용된다면 장식요소인 가구나 소품

은 콜로니얼스타일이 아닌 통이나 동남아시아 트로피

컬 디자인을 따라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 트로피컬 모던

유형은 부분 의 직선 디자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이를 재해석한 구조요소를 첨가하거나 의 재료로 변

형하고 여기에 통소품을 시각 으로 활용하는 것

이 에서 동남아시아 트로피컬 공간을 표 하는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유형 모두

에 통이 어떠한 형태로든 포함되어 있고 특히 통 소

품이 트로피컬공간을 나타내는 가장 요한 요소 다.

한편 분석 상 문헌에는 궁 이나 사원의 공간구성요소

가 용된 가 트로피컬 트래디셔 스타일에 나타나긴

하나 매우 소수 고 그것도 벽의 장식에 국한되어 있어

서 크게 주목할만 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결론은 동남아시아 트로피컬 공간스타일

에 한 26권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이어서 이를 일반화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결과와 더불어 동남아시

아 련 공간의 디자인 시 체 인 윤곽을 잡는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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