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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ce and figure are formed not by themselves but by the existence of light. It is important that plays a role as

an intermediary of cognition which enables the formation of space and figure through Human's recognition in the

process of design. Human perceive space and identity every basic form by the contrast of light and dark. The

existence of light is very inclusive concept in the space, so space and form are completed by light. The change

of based on time, place, and its amount acts as an important element Which can change the form of Space. In

Space light doesn't work simply as light itself, but have a very close relation with Space, Form, Structure,

Material, Color elements, Space is limited by physical form but human perceive space relatively by many other

conditions, So same space can be experienced differently by the characters of light. Human can recognized and

observe an object in the space as he processes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light. In this process light make it

possible for human to see the shape in space. therefore, the shape of space can get meanings when light

exists. the space recognized by light is the mean that activates human activates i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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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건축 시각으로 근해 보면 건축가들은 건축 디자인

과정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빛을 요한 설계요소

로 인지하 다. 루이스 칸은 “빛이 없는 공간은 생명력

이 없는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빛이라는 요소가 건

축공간에서 얼마나 요한 치를 가지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한 근 건축가 르꼬르뷔제는 “건축은 태양 아

래에서 진행되는 형식에 한 창조다.”라고 하 다. 이와

같이 건축가들은 빛에 한 시각을 매우 요하게 생각

하 으며 이는 그들이 창조해낸 건축공간속에서도 다양

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까지 이어져온 건축공간에서

빛이라는 요소는 다양한 시 패러다임에 따라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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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 으며 건축가 스티 홀과 리차드 마이어

는 각각 빛이라는 비-물리 요소를 물성화시켜 공간속

에 내재하는 건축공간을 구축하는 기법을 다양한 표 요

소를 통해 보여주었다. 두 건축가가 나타내는 빛과 그림

자, 밝음과 어둠의 공간과 빛의 명암이나 성질에 따라서

실질 으로는 각기 상이한 양상으로 표 되는 특성에

해 비교 분석하여 건축에서 나타나는 빛의 특성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범

건축공간에 한 사례를 통하여 빛과 건축공간의

계성을 탐구하고 빛과 건축의 형태, 공간, 재료, 건축

구조와의 연 성을 분석하고 빛의 공간과 이용자의 상호

작용성에 한 상을 분석하는 에서 근하고자 한

다. 연구범 는 스티 홀과 리차드 마이어의 작품을

심으로 빛에 한 일반 고찰을 통해 개념과 특성을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6호 통권101호 _ 2013.12252

악하고 빛과 건축의 계성과 과거로부터 까지의 빛

의 표 특성을 탐구한뒤 공간 구성 요소별로 빛의 구성

방법 표 특성 정도를 분류하여 양자간 비교분석

결과도출을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빛에 한 이론 고찰

2.1. 빛의 개념과 특성

일반 으로 건축에서 논하는 빛은 개념 해석과 학

연구라는 두 가지의 다른 차원에 바탕을 둔다. 학

연구에는 최 는 정 량의 확보와 휘도, 연색

등이 문제가 된다. 학 연구는 기계에 의한 측정으로

채 의 기 값을 설정하는 양 연구와, 선호도 는

만족도를 문제 삼는 질 연구를 포함한다.1) 건축가들에

게 빛은 단순한 효과 이상의 문제이다. 많은 건축가들이

건축공간에서 주는 감동을 많은 로 표 하 다.

<표 1> 빛의 자연 과 인공 2)

종 류 자연 인공

빛의 방향 창의 치에 따라 고정
조명기구의 치 등에 따라

가변

빛의 달 방식 투과 방사

빛의 질
빛의 세기와 스펙트럼

자연 상에 의해 변화
일정

에 지 에 지 소모가 없음 있음

소음 외부소음이 들어올 수 없음 일반 조명기구에 의한 소음

환기 공기 출입 가능 불가능

기타 외부조망 제공 자연, 인 실내분 기 연출 가능

빛은 자연 과 인공 으로 나 수 있다. 강도, 질, 균

일성 는 스펙트럼에 있어서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자연 의 경우는 건물에 투사하는 원과 도가

일정하며 주로 건축물의 외부 표면 효과를 좌우하고 있

으나 인공조명의 경우는 원과 조도를 자유자재로 조

할 수 있으며 주로 실내의 명암효과에 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받는 표면구성도 요하지만 빛을 주는 조

명기구라든가 조명장치도 못지않게 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3) 자연 으로서의 햇빛은 건축의 형태와

공간을 밝 주기 한 빛의 가장 풍부하고 화려한 결정

체이나 햇빛의 질과 양은 시간과 계 의 변화에 따라서

항상 다양하게 변하므로 안정된 원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연 채 을 하는 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

각되는 공간의 크기나 공간의 성격이 변화될 수 있어서

공간의 유동성을 제공한다.4)

1) 김 옥, 실내건축에서 빛의 특성에 한 연구, 홍 석사논문, 2002,

p.34

2) 김 근, 실내디자인총론, 기문당, 1994, p.288

3) 박한규, 건축의장론, 기문당, 1996, p.223

4) 고기 , 빛·공간·조명·디자인1: 빛과 조명, 월간 인테리어, 1992, p.101

(1) 빛의 역사와 발

건축설계의 본질은 공간 표 이지만 완벽한 공간을

추구하는 표 은 곧 역 건축사가 사고하는 요한

문제이다. 시 배경, 사회 가치가 어떻게 변하든 빛

은 원한 물질이 공간 에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선사시 의 벽화에는 선과 면의 실루엣이 나타났을 뿐이

나 문명의 발달과 함께 로마시 에 와서는 빛과 그늘의

차 인 변화와 빛의 휘를 통해 환 주의 효과를

표 한다. 그 후 빛이 신의 상징이었던 세와 고 시

에서 나타나는 회화양식에는 신의 상징 의미를 구체

으로 달하기 해 빛을 빛 패 로 표 할 정도로 빛

의 개념은 변화를 보인다.

로마시기

Egypt Pharaoh Jahweh La Madeleine à la

고 로마 시기

Pantheon, RomeItaly, 126AD

사람과 신의공간을 결합한 내부의 빛을 이용하여 신

의 존재를 암시하 다

고딕 시기

Hagia Sophia,Milletus&Tralles,

Istanbul, 306～337

빛과 건축, 사람과 신의 공간은 더욱 친 하게 표

된다.

18세기 산업 명 시기

Crystal Palace, J.Paxton, England, 1851

사회 가치 의 개변, 건축구조 방식과 기술 그리고

재료의 발 은 빛의 활용이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하

게 되었으며 이후 내부공간으로의 빛의 유입은 일종

의 균질화된 특성을 나타낸다.

<표 2> 역사 인 빛의 의미와 공간 용의 변화

(2) 공간에서의 빛의 특성

빛은 공간과 깊은 계성을 가지고 있다. 공간에 있어

서 빛의 존재는 매우 포 인 개념으로, 공간과 형태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빛에 의해 완성된다. 빛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치에 따른 변화는 건물 내부와 외부의 공

간 형태를 변하게 할 수 있는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건축 형태의 조형성과 입체 효과 입면의 질감이나

변화 있는 표정을 한 빛의 연출은 내부 공간의 변화와

질서가 조화되는 공간을 한 빛의 조 과는 개념상

근 방법이 상이하다. 빛에 의해 성격이 결정되는 공간은

각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 다시 빛은 존재, 즉

밝음과 어둠 는 밝기의 차이를 이용하여 계를 설정

하고 인간의 움직임을 유도한다.5) 사람들은 빛에 의해서

5) 이은미, 건축공간에 있어 빛의 표 특성과 그 의미에 한 연

구, 앙 석사논문, 2003,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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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윤곽을 악하고 지각하여 공간의 깊이를 인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형태를 빛과 그림자로 상하

여 인간에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공간의 구성단 들은 빛에 의해 개념 으로 상

호작용한다.6)

빛과 공간의 개념상 근

Koshino House, Ando Dadao, Japan, 1978-1981

변화하는 자연 의 시간성, 지역성 등의 변화 요인에

하게 응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기 하는 소극 방

법이다.

자연 을 유입하는 양 는 방향의 조 과 인공조명의

기술 조작에 의한 빛의 제어를 통해 보다 극 으로

빛을 활용하여 공간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빛과 공간의 성격상 근

Jewish Museum, Berlin, Daniel Libeskind, 1999～2001

공간은 일차 으로 벽에 의해 한정됨으로써 모습을 나

타내고, 공간에 유입된 빛은 그 질과 양에 의해서 공간

특성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 인 요소로서, 빛에 의해 공

간의 분 기를 유도한다.

<표 3> 공간에서의 빛의 특성

(3) 공간과 빛

공간과 빛의 계 형성은 빛의 양, 빛의 질, 빛의 방향

에서부터 시작된다. 건축공간의 빛의 양은 사람의 시각

에 의해서 단되는 부분이기에 사 인 물리 수치로

는 제 로 설명 되지 않는다. 빛의 양은 사람이 건축공

간을 지각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며, 건축가는 빛의 양을 조 함으로써 자신의 건축

언어를 표 한다. 건축공간에서 사람의 오감 시각

에 의해서 인지되는 부분은 빛의 질이 가장 많은 향을

다. 빛의 질은 다양한 상들에 의해 건축공간을 형성

하는 매개물질에 따라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 내는 빛의 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반사(反射)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종이 다른 물체의 표면에 부딪쳐

서 진행의 방향을 반 방향으로 바꾸는 상

· 반사 : 빛이 물질의 경계면에서 모두 반사되는 상

굴 (屈折)
빛이 한 매질로부터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그 경계면에서 방향

을 바꾸어 꺾이는 상

산란(散亂)
빛이 공기 속을 통과할 때 공기 의 미립자에 부딪쳐서 흩어지

는 상

분산(分散)
빛 는 다른 동에 있어서 굴 률이 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

에 일어나는 상

직진(直進) 빛이 진행할 때 균일한 매질 속에서 빛은 바로 진행하는 상

간섭(干涉)

같은 장과 같은 진폭의 빛을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슬릿(Slit,

좁은 틈)을 통과하면 스크린 상에 밝고 어두운 간섭무늬가 생가

는 상

회 (回折)
빛의 동성으로 좁은 틈이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 뒤쪽

을 돌아 들어가는 상

편 (偏光)
진동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된 빛. 편 상으로 빛이 횡 임을

알 수 있음

<표 4> 빛의 질

6) 김 근, 종교건축의 실내공간에 있어서 빛의 조 과 연출에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995, p.7

빛이 없으면 인간의 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사라지

므로 빛이 없는 건축은 생각할 수 없다. 공간 술로서의

건축은 빛에 의해 만들어진다. 빛이 비추고 반사되며, 빛

에 의해 그림자가 생긴다. 빛은 건축의 벽을 만들고 허

물며 공간을 만든다. 빛 속에서 우리는 건축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길게 드리운 그림자 아래에 건축의 참

의미가 있으며 캄캄한 공간에 비치는 한 기 빛은 작지

만 가장 심오한 건축을 만들어 낸다고 할 수 있다.7)

2.2. 건축과 빛의 계성

(1) 근 이 건축에서 빛의 형식

건축은 개념이 아니라 경험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건축은 인간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경험에

있어서 시지각의 근원인 빛은 건축을 구성하는

가치로 해석된다. 인간은 자기의 거주를 한 은신처를

만든 이래 빛을 어떻게 제어하여 최 의 환경을 구축할

것인가에 해 투쟁해왔고 인간의 노력은 역사 으로 건

축의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어 왔다. 고 신 건축은

극 인 분 기를 연출하기 해 빛을 투 하 는데 이집

트 건축에서의 공간구성의 진 주고는 성소로 갈수록

어두워지며 천장을 통해 빛을 유입하여 성소의 분 기를

강조하기도 하 다. 그리스-로마시 에는 고층창이 발달

하여 공간에 수평· 개·상승의 분 기를 빛을 통해 연출

하 으며 기 기독교에서도 다량의 빛을 고측창을 통해

유입하여 밝고 경쾌한 분 기를 주었다.<그림 1>

<그림 1> Hagia Sophia, Istanbul 306～337

세의 비잔틴 건축에서의 개구부를 통한 빛은 표면의

빛 모자이크화 등과 조화를 이루며 신비한 느낌을 주

었는데 이는 이미지에 체를 주기 함이었다. 로마네

스크 건축에서는 벽체의 후함으로 창의 면 이 축소되

었고 이로 인해 어둡고 무거운 분 기가 연출되었으며

부분 인 빛의 유입으로 화려한 내부공간을 강조하기도

하 다.<그림 2> 고딕건축에서는 고측창과 스테인드

라스를 이용하여 내부공간을 비-물질 인 신성한 빛으로

충만하게 하 다.8)

7) 최부득, 건축에 있어 정신 인 것에 하여, 미술문화, 2001, p.53

8) 이민성, 건축공간과 빛의 상 계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지,

2001.10,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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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asilica di Sant'Andrea, Leon Battista Alberti, Italy 1404-72

&Floor plan

그리고 고딕양식은 새로운 건축구조 시스템을 발명했

다. 고딕양식에서의 빛은 큰 창문을 통해 실내로 들어온

다. 신학자들은 찬란한 빗과 환한 분 기를 가진 성당은

천당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건축기술의 발 에 따른 빛

과 그림자가구성한 건축역사의 발 은 사람들에게 다른

느낌을 주는 건물들을 건축했다. 자연 이 건물과 공간

에 한가치와 표 은 당시 심미 과 가치 을 충분히

해석했다.

1) Le Corbusier, 1887～1965

꼬르뷔제는 ‘건축은 빛 아래 모인 볼륨의 지 이고 정

확하고 장 한 조합이다. 우리들의 은 빛 아래서 형태

를 인식하게 되어 있다. 명암이 형태를 떠오르게 한다.

입방체, 원추, 구, 원통 는 사각뿔은 선이 분명히 드

러내는 원 형태이다. 이것이 바로 조형 술의 본질

이다.’라고 말하 다. 꼬르뷔제는 빛으로 공간을 조형하

려고 하 다. 빛과 그림자의 비를 통하여 벽이나 개구

부를 통하여 빛의 형상을 조각하고 그 형상을 공간에 그

로 투사시켜 공간 안에서 그 빛의 조형성을 그 로 이

어받아 빛의 상징성과 조형성을 그 공간 안에 그 로 이

입하려고 하 다.<그림 3>

<그림 3> Ronchamp, Le Corbusier, France, 1950-1953

2) Frank Lloyd Wright, 1867～1959

라이트는 자신이 설계한 모든 방에서는 선을 좋은

방향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강조하 다. ‘집의 설계는 각

실에 채 이 좋은 남쪽 방 를 주는 것이 목 이었다.

<그림 4> 10실 에서 9실은 동남을 향하여 어도 하나

의 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 다. 내부공간은 외부공

간에 그의 공간구성의 특징인 넓은 지붕을 덮으므로 상

호 입의 유기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 보호덮개와 벽체

사이에서 들어오는 빛이 자연 그 로 자리 잡고 있는 재

료와 만나서, 자연의 실체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림 4> Johns on Wax Company, Frank Lioyd Wrignt. America,

1950 nside lighting image

이 건물을 라이트의 주택에 한 개념과 같이 건물

체가 하나의 실의 개념으로 다루어져 있으며, 외부에서

차단된 같은 거 한 벽으로 둘러싸여져 선을 천창과

높은 곳에 있는 창에서 는 유리 을 통해 받아들이고

있다. 홀 상부에는 기둥 상부에 내열 유리 의 사이에

수련의 잎이 떠있는 듯 한 큰 원반이 있다. 이 유리 에

의해 채 이 되며 내부 홀에 마법과 같은 느낌을 다.

(2) 건축에서 빛의 형식

건축공간에서 나타나는 빛의 표 특성은 다원화된

사회 상과 기술의 진보 인 발달에 따라 보다 다양한

양상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빛의 이용은 공간의 질

을 격상시키는데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빛의

유동 이고 가변 인 특성의 강조와 인공 빛의 조 은

공간과 형태의 변화감을 으로써 고정된 건축의 움직임

을 부여한다. 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공조명의

발 은 빛의 강도와 색채 그리고 방향성을 자유롭게 조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간의 더욱 활발하고 다양한 움

직임을 만들어 냈다.<그림 7> 이러한 부분은 건축 공간

의 실 을 한 빛을 더욱 유기 으로 감응시키고 신 재

료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서 표 기법의 다양성을

통해 공간완성의 실 과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그림 5> Ricola Europe factory and storage building,

Herzog & De meuron, France, 1992-1993

자연 과 인공 의 표 특성

빛은 공간을 완성시키며 공간성을 표 하는데 요한

요소이다. 건축공간은 형태로부터 표면으로의 변화

와 와 표피의 분화 상이 계속되고 있다. 구조보다

는 공간을 덮는 피막개념으로서의 클 딩으로 그 심이

옮겨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건축을 의미 달의 수단

으로 보게 했으며, 공간을 형성하는 내부와 외부의 경계

면으로 표면의 요성을 재인식하게 하 다.9)

9) 권 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 국제, 2001,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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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간 구성요소와 빛의 상 계

공간을 만드는 목 은 빛을 받아들이기 함이다. 빛

은 비워진 곳에만 존재한다. 공간에 존재하는 빛의 성격

은 단순히 인간생활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는 것에 그

치지 않고 공간의 건축 질과 성격을 결정한다. 어떠한

빛을 받아 들이냐에 따라 공간의 건축 분 기가 결정

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삶에 직 인 향을

주게 된다. 빛은 공간을 수반하는 동시에 공간 자체이기

도 하다. 빛은 창을 통하여 복잡한 구조로 입사하고,

선은 공간을 신비롭게 채워서 일련의 반사에 의해 빛의

흐름을 억제하고 공간의 성격과 분 기를 설정해 다.

3. 스티 홀과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과 빛

3.1. 스티 홀

(1) 스티 홀의 건축 로세스

스티 홀은 빛을 건축요소로 사용하는 표 인

건축가이다. 그의 작품에서 빛은 건축 로세스 과정

을 이끌어간다. 물리 차원의 빛부터 인간이 건축물 안

에서 느끼는 체험 빛까지 주변 환경과 내부공간에서

다양하게 표 되고 있다. 스티 홀은 지에서 받은

감과 컨텍스트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이 요구하는 특성을

악하고 로그램과 연 짓는다. 그리고 이곳을 체험

하게 될 시각에서 디자인을 이어간다. 한 로그램

의 배치와 체험하는 동선을 빛, 재료와 디테일로 표 하

여 공간을 ‘느껴지는 상’으로 만든다. 홀은 건축 로

세스에서 개념발상을 가장 요시 한다. 불이 갑자기 번

쩍하듯 개념이 떠오른다. 스티 홀이 1989년 발간한 ‘정

박(Anchoring)’은 각각의 독특한 지와 상황에 따라서

형성된 건축을 한 그의 성명서이다. 여기서 홀은 물리

인 지의 상황을 월하여 시간과 문화, 로그램,

지로부터 형성된 ‘제한된 개념’내에서 재료와 빛 등을 통

해서 체험의 공간을 조직할 것을 주장했다. 10)

(2) 빛의 특성

“주의환경과 부지의 특이성을 감안하여 일에 착수할

때 시간과 공간, 빛과 재료에 한 경험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내 한 시작 을 찾고 그곳에서부터 고찰은 시작된

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나 벽, 바닥 재질의 색깔

혹은 그것의 반사 등 공간을 구성하는 상들은 서로 연

되어 있다.” 이처럼 스티 홀은 공간을 빛의 상으

로 악하 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진정한 공간이란 시

간과 빛이 공간 안에 도입되어 특성이 부여된 상을 의

미한다. 덧붙여 재료와 디테일은 이러한 공간의 성격을

느끼게 하는 상으로 달된다고 볼 수 있다.

10) 한태희, 스티 홀 건축에 구 된 상의 지각 활성화 방식에

한 연구, 서울 석사논문, 2001, p.25

3.2. 리차드 마이어

(1)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 로세스

리차드 마이어는 빛을 우리 작업에서 심이 되는 가

장 근본 인 요소이며 콘크리트나 석재와 같은 건축 재

료로 인식한다. 빛은 공간의 형태를 형성 하며,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시간의 흐름과 하늘의 존재를 지정해 다.

그리고 빛은 그의 작업에 있어 지속 으로 몰두하고 있

는 요소이다. 빛의 다양성에 한 탐구(투명성, 다양한

색채, 명료성, 강도, 그리고 낮과 밤의 움직임 등)를 통해

건축 으로 해석하고 용한다. 그리고 내외부에서 빛이

사람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을 맞춰 자연이 주는

빛과 인공의 원을 통합하거나 하나로 느껴지도록 디자

인 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 기 때문에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에서는 천장, 벽 그리고 바닥 면들을 잘라내어 조명

을 삽입하는 건축화 조명이 자주 발견된다.

(2) 빛의 특성

리처드 마이어는 빛의 다양성에 한 탐구를 통해 건

축 으로 해석하고 용한다. 내외부에서 빛이 사람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을 맞춰 자연이 주는 빛과 인공

의 원을 통합하거나 하나로 느껴지도록 디자인 하는

것을 추구하기에 천장, 벽 그리고 바닥 면들을 잘라내어

조명을 삽입하는 건축화 조명이 자주 발견된다.

3.3. 소결

스티 홀과 리차드 마이어는 그들의 건축물에서도 나

타나듯이, 비슷한 듯 다른 성향을 가진 건축가이다. 두

건축가 모두 지의 context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건축

계획을 시작하는 은 공통되나 각자의 건축 철학과

사상이 표 된 결과물에서는 차이가 극명하다.

항목 분류 스티 홀 리차드 마이어

건축

개념과

특성

건축의

시작

·워싱턴 주립 학

·헤르만푼트 교수의 가르침 ·코넬 학교

향

받은

건축가

· 룬넬 스키, 슁 , 루이스 설

리반, 랭크 로이드 라이트

·루이스칸의 ‘Room’에 한 정의

·미스 반 데로에, 르 꼬르뷔지

에, 랭크 로이드 라이트

·르 꼬르뷔지에 ‘5원칙’과 ‘돔

이노시스템’

건축

철학

· 상학

·Anchoring

·Interwinning

· 이트 모더니즘

·뉴욕5

·기하학과 백색

건축

로

세스

지
· 지에서부터 얻은 직감으로 건

축 작업을 시작

·건물은 지속 으로 지의

향을 받는다.

공간

구성

방식

·실제 인 상과 공간을 구상

하는 아이디어가 교차시 실

· 상학 지각을 실 시키기

한 체험의 공간

·기하학에 바탕을 두어 비례,조

화 비 등 평면, 단면에 용

·계단/경사로, 복도/실내 발코

니, 투명/불투명 등 개념을

공간에 배열

기타

사항

공간과 빛을 효과 으로 표 하

기 해 수채화를 이용함
·테크놀로지의 아름다운 실용성

빛 -

·시간과 함께 공간에 도입되어

공간에 특성을 부여함.

공간의 일부로 악

·백색을 바탕으로 빛과 그림자

를 이용하여 윤곽과 볼륨 형성

·건축화 조명

<표 5> 스티 홀과 리차드 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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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분석

4.1. 사례분석 범 분석틀

2장에서 고찰한 빛의 이론 분석과 도출된 건축공간

요소와 연계성을 가지는 빛의 특성을 토 로 정리하여

스티 홀과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사례를 분석하기 해

다음과 같은 분석표로 구성하 다.

공간과 빛의 계

양 성질 방향성

빛의 양은 사람이 건축공

간을 지각하는 것에 있어

서 기본이 되는 것이다.

반사, 굴 , 산란, 등 다

양한 상들에 의해 건

축공간을 형성하는 매개

물질에 따른 효과

각각의 방향으로부터 오는

빛에 의해 그림자의 패턴

이 변하여 공간의 볼륨과

사람들의 심리에 간섭

형태와 빛의 계

외 부 내 부

건축이라는 물체에 의해서 인지되고

그 게 인지된 빛과 물체는 명암이 형

태를 떠오르게 한다.

빛과 건축 요소가 결합하여 내부 볼

륨을 형성한다.

재료와 빛의 계

투과 흡수 반사

재료에 투과하는 특성 재료에 흡수되는 특성 재료에 반사되는 특성

구조와 빛의 계

빛은 구조의 형태를 드러나게 하여 강조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표상을 정의

색상과 빛의 계

외부 공간

인지성 기능성

건축물 외부 색이 빛과의 계성으로

인해 인지성이 발생

건축물 외부의 색과 빛에서 나타나는

연계성으로 인해 기능 요소가 발생

내부 공간

공간의 성격 규명 분 기 연출 심미 효과

공간의 성격이 빛과 색의

계성으로 인해서 역

성 발생

공간의 목 에 따른 색과

빛의 조합으로 분 기 조성

내부 공간에서 색이 심미

효과를 창조

<표 6> 분석틀

(1) 사례 분석 범

빛은 공간을 구축하는 요소로서 공간 안에서 이용자에

게 다양한 경험과 함께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표

기법을 사용하여 공간을 구축한다. 이러한 연계성을 가

지고 작업하는 건축가 스티 홀과 리차드 마이

어의 작품을 심으로 본 연구논문의 결과 도출을 해

서 사례분석 범 를 빛을 극 으로 표 하고, 완공된

건축물로 선정하 다.

(2) 사례 분석 과정

스티 홀과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빛에

한 양상과 표 방식은 매우 다르고 독특하다 할 수 있

다. 앞에서 제시한 이론 고찰을 기반으로 제시된 빛에

한 특성과 그에 따른 항목을 심으로 분석의 틀을 작

성하고, 국내와 외국에서 발행된 단행본과 작품집 인

터넷 홈 페이지의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평면과

단면 분석을 통하여 이미지를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2. 스티 홀

건축가 치 용도 연도 실 여부

Steven Holl
Kansas city,
Missouri

미술 2006 완공

작품 특징

새로운 공간, 새로운 그리고 새로운 시각
을 만들어 내는 5가지의 새로운 ‘ 즈’를 건축물
계획의 컨셉으로 잡았다. 이러한 ‘ 즈’는 유리로
되어있어 갤러리에 빛을 다양한 형식으로 달하
며 미술 의 새로운 경험을 이끈다.

공간과 빛의 계

양 방향성

`

미술 내부에 많은 양의 자연 을 유입
하기 하여 반투명 재료로 건물의 입면
을 감 다. 따라서 넓은 창이 없는 내부
공간에 인공조명 없이 높은 조도를 얻을
수 있어 내부에 활기를 더한다.

외피가 반투명한 을 감안하여, 이공
간과 같이 계획상 어두워야 하는 부분에
는 내부에 벽을 두어 벽의 상부로만 빛
이 들어오게끔 계획하 다. 이러한 빛은
이용자의 동선을 유도한다.

형태와 빛의 계

내 부

시공간에서 조도를 조 하는 역할은 구조체의 곡면
에서 1차 으로 반사되고 내부의 곡선의 천장에서 빛
이 다시 한 번 반사된다. 그리고 천장의 곡선면을 따
라 부드럽게 입사되어 빛이 공간 내부에 확산된다.

지하의 주차장 역시 낮에는 자연채 으로 내부를 밝히
고 있다. 수면 의 36개의 작은 천창을 통해 주차장
내부로 강한 직사 선이 유입되어 인공조명 없이 필요
조도를 확보하여 내부에 자연 을 활용하 다.

재료와 빛의 계

투과 흡수

넬슨 미술 은 조각 공원을 겸하고 있
어서 내부의 시공간 뿐만 아니라 몇
몇 이공간에서 외부를 조망할 수 있
도록 투명재질의 유리로 계획하여 건
물 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
고 있다.

불투명한 재료를 활용하여 낮에는 자연
을 받아서 인공조명 없이 내부를 밝혔
고, 거꾸로 밤에는 내부조명을 밝 조각
공원주변을 밝 주는 랜턴역할을 한다.

구조와 빛의 계

Breathing T는 곡면을 따라 갤러리 하부
까지 빛을 달하며, 동시에 매달려있는
반투명 유리를 지탱하는 역학을 한다. 시
간과 태양의 입사 각도에 따라 내부 깊은
곳 까지 자연채 이 가능하도록 건물의
구조체를 디자인 하 다.

색상과 빛의 계

외부 공간 : 기능성

낮에는 백색의 매스로 주변과 비되어
건물 매스가 인지되었다면, 녁에는 내부
에서 발산되는 인공조명의 빛이 불투명
벽체에 투과되어 지 주변과 조각공원을
밝 다.

내부 공간 : 공간의 성격 규명

미술 의 홀 역할을 하는 공간에서는 다
량의 빛을 확산시켜 공간을 보다 넓어보
이게 하고 있으며, 시공간에는 시품에
손상이 없고, 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
도록 간 으로 공간을 비춰주고 있다.

<표 7> Nelson Atkins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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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리차드 마이어

건축가 치 용도 연도 실 여부

Richard Meier Barcelona Spain 문화시설 1988-1995 완공

작품 특징

창을 통한 내부 공간 안으로 유입되는 빛은 빛의 산
란작용을 공간에 용함으로써 공간내의 념 인
지에 의한 공간이 보여 지도록 설계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 공간으로 유입되는 빛은 창을 통
과하면서 수평 자연채 이 되었고, 곡면 단면에 의
한 방의 형태와 크기의 변화는 창을 통과하는 빛의
자연 채 에 변화를 으로써 내부공간의 념 인
지에 의한 공간이 보여 지도록 공간화를 시도한 것
이다.

공간과 빛의 계

양 방향성

공간 에서는 가장 밝은 빛을 주었고
시공간에서는 시물을 감상하기에 알
맞은 간 밝기의 빛을 유도하 고 기
공간에서는 시각 으로 편안해 질 수 있
는 빛의 양을 유입하 다.

장방형의 긴 직사각형의 공간을 천창
을 통한 자연채 으로 방향성을 시지
각 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형태와 빛의 계

외부 내부

1) 매인 채 창의 외부에 설치된 루버를
통해 유리의 직 인 반사를 완화시켜
조화를 유도하 다.
2) 곡선으로 이루어진 특별 시공간의
형태는 기존 매스의 다른 부분의 극명한
비와는 다른 부드러운 명암 변화로 공
간의 성격을 외부로 표 하 다.

건축물의 주 동선을 램 로 계획하여
각 공간들을 연결하 으며, 순환 램
와 스크린 월, 구조 기둥을 이용하여
빛의 유입이 순차 으로 유입되도록
하 다. 이것으로 인해 각 동선은 유
입되는 빛의 양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고 있다.

재료와 빛의 계

투과 반사

리차드 마이어가 고안해 낸 스테인 스
스틸제의 차양을 이용한 자연 의 여과,
메인 로비의 자연 직 유입을 의도하
다.

바닥의 어두운 색의 스톤타일의 표면
의 매끄럽게 처리하여 빛의 반사를 조
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빛을 자극
이지 않게 처리하 다.

구조와 빛의 계

주 시실과 해있는 로비에서 램
와 구조 기둥을 통해 빛이 다양한 형
태로 유입되도록 하 다.

색상과 빛의 계

외부 공간 : 심미성

앙 로비 공간의 입면에 에메랄드
색의 유리를 이용하여 주 시실과
해있는 로비에서 램 와 구조 기둥을
통해 빛이 다양한 형태로 유입되도록
하 다. 건축물 체의 백색과 비시
켜 공간의 성격을 외부로 표출되게 하
다.

내부 공간 : 공간의 성격 규명

로비공간의 자연 의 색과 시공간
의 인공조명의 색을 다르게 사용하여
공간의 성격이 구별되도록 하 다.

<표 8> Museum of contemporary Art

4.4. 소결

항목 스티 홀 리차드 마이어

공간

상 빛의 음 차이로 공간의 어
둠과 밝음을 인지하여 다른 공간으
로 연결하는 확장성을 보인다.

공간: 가장 밝은 빛 시공간: 감
상하기에 알맞은 간 밝기의 빛을
유도 하 다.
기공간: 시각 으로 편안해 질 수
있는 빛의 양을 유입 하 다.

형태

내부의 조 장치를 통해 유입되는
빛과 그림자의 유동 인 모습 통해
서 시간성을 갖는 빛을 표 하고 있
다.

넓고 높은 천창을 통해 빛을 유입
시키면서 깊이감을 가지게 되어 벽
면의 수직 동선과 구조기둥을 통해
서 명암의 비를 이루고 있다.

재료

서쪽에서 투과되는 빛은 면의 투
명유리를 통해 유입되어 공간을 외
부로 확장시킨다.

입면의 유리는 California 지역의 풍
부한 자연 을 내부로 투과시키고
있다.

구조
천장과 벽을 일체화시킨 곡면의 트
러스 구조체는 건물의 경량화 시켰
으며 내부를 무주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었다. 한, 트러스 구조로 인
하여 깊이 있는 채 을 표 할 수
있었다.

기하학 형태의 평면을 따라 구조
역시 그 배치와 간격이 고 인
조화와 비례로 드러나고 있으며, 유
리를 통해 입사되는 빌과 백색의
구조체가 어루 려 구조체가 수
있는 무거운 물성을 감하 다.

색상

외부
공간

배당 앞의 연못은 배의식
에서 이루어지는 행렬 는
모임의 공간뿐만 아니라 주변
공간을 투 하는 역할

백색의 구조물에 반사되는 빛으로
인해 주변 지역과 비되어 나타나
는 특징이 있다.

내부
공간

홀 역학을 하는 공간에서는
다량의 빛을 확산시켜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고 있다,

로비공간의 자연 의 색과 시공간
의 인공조명의 색을 다르게 사용하
여 공간의 성격 구별되도록 하 다.

<표 9> 스티 홀과 리차드마이어 건축물 비교 분석

분석 결과, 각 건축물들이 보여주는 빛과의 계성은

기본 으로 건축가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되며 건축가는

빛의 물리 인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로 건축공간

을 표 하기 해서 이를 재 소에 사용하고 있다.

한 형태는 건축가의 의지가 기본 인 형태를 결정하지만

건축가가 사용하고자 하는 빛의 물리 특성을 반 하기

한 형태를 극 반 하여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 후의 작업에서는 건축가가 의도한 형태를 한

구조를 계획하고 사용할 재료와 색을 통해 이용자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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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을 통해서 빛과 계될 수 있다.

5. 결론

공간은 빛의 표 방법에 따라서 내부와 외부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빛은 구체 인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형태와 공간을 지각하고 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비-물질 인

요소이지만 물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 인 존재로 인식되

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논문은 이러한 빛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서 건축공간에서 나타나는 빛의

표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요소와의 계성에 해서 스

티 홀과 리차드 마이어를 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첫째로, 공간과 빛의 계성에 있어서 빛의 양, 성질

그리고 방향에 따라 공간의 로그램에 부합되는 빛을

연출한다. 구체 으로 건물의 진입공간이나 공공공간에

는 다량의 직사 을 통하여 조도가 높은 공간으로 나타

났다. 반면, 간 확산 을 활용하여 시공간에서 필요

한 조도를 조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나아가 스크

린 롤 등 건축 장치를 활용하여 공간의 빛을 조 한

다. 둘째로, 형태와 빛의 계성에 있어서 건물 외부에서

는 빛의 입사각에 따라 건축물의 상부 혹은 지붕이 곡선

으로 계획될 수 있다. 한 건물 내부에서도 빛의 깊이

나 확산 정도를 조 하기 하여 천장이나 벽의 깊이를

조 하는 등 내부 공간의 형태 변화에 따라 다양한 빛이

공간에 연출된다. 셋째로, 재료와 빛의 계성에 있어 서

투과, 흡수 그리고 반사는 공간 용도에 따라 내 외부에

서 융통성 있게 활용된다. 유리라는 같은 재료라도 그

투명도에 따라 빛이 내부에 주는 연출효과는 달라지며,

석재 등의 재료는 표면의 마모 정도에 따라 빛이 흡수되

고 반사되는 양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빛과 재료의

물성을 고려하여 합한 치에 용하는 것이 빛을 효

과 으로 차단, 유입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 구조와

빛의 계성에 있어서 구조를 통한 빛의 유입은 공간 내

부로의 볼륨감을 제공하고 빛의 시간성에 따른 움직임에

따라 동 공간을 연출한다. 구조는 빛을 끌어들이는 장

치의 역할과 실내의 형태에 향을 끼치는 요소로 빛과

의 계성을 가지며 공간의 특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

다. 다섯째로, 색과 빛의 계성에 있어서 내외부 공간에

주는 역할은 방 하다. 색은 시각 으로 사람들에게 가

장 먼 인지되기 때문에, 건축가들 역시 색을 다루는데

신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티 홀은 빛의 효과를 극

화 시키는 방법으로 색을 극 으로 활용하 고, 반

면 리차드 마이어는 건축물에 색을 배제시켜 빛이 주는

명암 비로 빛을 공간에 표 하 다.

스티 홀의 건축 사례에서 나타나는 빛의 계성은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상을 빛이라는 재료를

이용하여 표 하고 있다. 스티 홀이 추구하는 공간의

표 은 주된 요소인 빛의 변화를 깊이 있게 고려하면서

구체화된다. 스티 홀은 빛의 변화에 따른 공간을 활성

화시키기 해서 재료와 색 그리고 디테일을 이용하여

빛을 표 하 다.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스티 홀의 건

축공간에서는 빛과 색 그리고 디테일을 이용한 빛의 표

에 따라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유도하며 공간의

성격과 목 을 부여하는 계성을 보여 다.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 사례에서는 유리 외벽과 백색

알루미늄 넬에서 나타나는 백색이 주는 순수함과 명료

성이 강조되며 유리를 통한 빛의 유입에 따라 건축 볼

륨과 공간의 변화는 이용자에게 공간감 체험을 제공하

며, 공간의 기능과 목 에 따라 재료와 색 그리고 빛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이용자의 공간 지각성을 높여 다.

한, 외부의 빛을 내부로 유입시키기 해 벽체를 통해

서 빛을 1차 으로 필터링하여 내부에는 부드러운 빛을

통해 조도를 유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리차드 마

이어의 건축에서 빛은 내부공간의 밝고 어두움을 재료의

물성과 부분 으로 보이드 된 벽과 기둥의 스팬을 이용

하여 단계 으로 나 어 이용자로 하여 공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하 다. 와 같은 빛을 활용하여 표 한

다양한 특성들은 공간의 목 과 성격에 따라 복합 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공간의 내-외

부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서로 상호 계성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빛의 개념을 건축공간과 연계하여 표

된다. 본 연구는 건축에서 나타나는 빛의 표 특성

에 한 연구를 진행하 으며 빛의 디자인 개념을 고찰

하고 연구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 지표가

되길 기 하며 제한 사례분석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

보완을 통해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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