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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ght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architectural design. Light provides

occupants in buildings a lot of architectural experiences by interrelating the space, shape and other design

elements. Especially, natural light is the valuable source to create the better indoor space compared to artificial

light. It is a sustainable energy source and offers a more natural environment. It also enables occupants to

perceive the form and depth of space. In general. many of architects including Henri Ciriani have tried to design

buildings with natural light expecting optimum indoor environment. Therefore, this paper tried to examine the works

of Henri Ciriani and analyze how to control the light in his works. For this purpose, two museums designed by

Henri Ciriani-Arles Museum of Archaeology and Great War Historical Museum in Peronne - were selected to

analyze how Henri Ciriani used light in his design phase and applied it to his museum work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it has been proved that Henri Ciriani tried to realize a space continuum through the spatial

expansion, openness and closeness by natural light and incorporate the architectural form, interior space and

exhibition circulation with natural light in order to create innovative exhibition space in museum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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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빛은 모든 사물의 탄생의 기원이며, 인간은 빛을 매개

로 하여 특정한 이미지를 전달받고 사물의 움직임, 색채,

공간 등을 인지 할 수 있다. 그 중 공간은 구조나 재료

에 의해 규정되면서 빛에 의해 지각되기 때문에 공간과

빛 이 두 가지 요소는 건축물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건축은 빛에 의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빛은

건축에 매우 중요한 디자인 요소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

다. 박물관 건축에 있어 전시환경에 적합한 빛의 조절은

건축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전시공간으로 유입하는 채광방식의 선택은 전시공간의

환경 뿐 아니라 박물관 성격의 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관석1)은 박물관 전시공간에서 이


1) 이관석, 현대 박물관 전시공간에서 자연광 채광방식의 선택 범주, 대

한건축학회논문집 2002.9

용할 수 있는 자연광 채광방식의 선택 범주에 대하여 분

류하였으며, 김연준2)3)은 건축가의 자유로운 평면 계획을

위한 천창의 유형과 특성에 관하여 분석하였고, 이정화4)는

박물관 건축의 건축적 상징체계 구성을 위한 공간구성과 동

선, 빛의 체계를 고찰하였다. 또한 김태우5)와 서정연6)은 앙리

시리아니 건축에 나타난 표현특성으로서 빛의 공간형성 역할

과 중요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빛과 공간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건축적 특성을 앙리 시리아니(Henri

E. Ciriani)7)의 대표적 작품인 ‘아를르 고대사 박물관(Arles

2) 김연준, 자유로운 평면유형 및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앙리 시리아니

등 4인의 건축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1.11

3) 김연준, 천창 유형 및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알바로 시자, 앙리 시

리아니, 로랑 보두앙을 중심으로-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7.12

4) 이정화, 앙리 시리아니의 박물관 건축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박물관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8호, 2002

5) 김태우, Henri E. Ciriani 건축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

대학교 석사논문, 2003.12

6) 서정연, 앙리 E 시리아니의 작품에 나타난 건축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조형연구소, 조형연구 제10, 2002

7) 앙리 시리아니는 1936년 페루 리마에서 출생하여 페루 국립공과대

학교 건축·도시계획학과를 졸업(1955-61)하였으며, 1964년 프랑스

정부 장학금으로 도시주거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프랑스에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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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좌부터 투레가노 주택,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롱샴성당

<그림 2> 좌로부터 라투레트 수도원, 롱샴성당 개인기도실

Museum of Archaeology, 1983-95)’과 ‘페론 전쟁 박물관

(Great War Historical Museum in Peronne, 1987-1992)

을 분석함으로서 시리아니의 빛에 대한 관점과 빛에 의

한 건축공간의 표현 방식을 연구하고, 시리아니 건축에

서 표현된 빛의 개념적 가치와 양적 질적 조절원리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앙리 시리아니는 빛은 건축물을 통제하는 요소이면서

공간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으며, 빛에 의해 건

축공간을 형성하고, 건축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형태적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라 주장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시리아니의 대표적인 박물관 작품인

‘아를르 고대사 박물관’과 ‘페론 전쟁 박물관’을 통하여

그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빛의 역할과 빛에 의한 건축 공

간 표현 방식에 대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다

음과 같은 프로세스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첫째, 건축에 있어서의 빛의 역할과 상호관련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빛의 건축적 표현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

찰과 시리아니의 건축에서의 빛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둘째, 시리아니가 박물관 건축의 중요한 디자인 원리

로서 제시한 ‘동선’, ‘빛’, ‘입구’에 대한 개념과 이들의 상

호 관련성을 통한 건축 공간 창조 과정을 분석하였다.

셋째, 시리아니의 대표적 박물관 작품인 ‘아를르 자연

사 박물관’과 ‘페론 전쟁 박물관’ 속에 내재된 빛의 적용

기법과 구성 원리를 파악하여 빛과 건축공간 구성을 위

한 시리아니의 디자인 기본구조를 분석하였다.

2. 빛과 건축

2.1. 빛의 건축적 표현 개념

빛은 어둠을 밝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대상의 조형

성과 의미를 인식하도록 만들고, 그 모양과 형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공간에서의 빛은 그 특성에 따

라 각기 다른 의미들로 규정될 수 있으며, 때로는 한 공

간에서 동시에 중복되어 나타난다. 빛은 공간을 지각할

수 있게 하여주며,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 공간에

건축적 이미지를 형성한다.8) 이러한 빛에 의한 건축적

표현 개념은 ‘심미성’, ‘상징성’, ‘체험성’, ‘시간성’으로 표

현될 수 있다.

(1) 빛의 심미성

실내를 밝혀주는 빛의 기능적 역할은 건축물의 특정한

심미적 표현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그림 1> 캄포 바

에자가 설계한 투레가노 주택9)은 백색의 건물에 정교하

게 계획된 창문과 틈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태양의 고

도에 의한 명확한 주제가 있는 빛을 채움으로서 공간의

다양한 표정을 연출하고 있으며, 미스의 바르셀로나 파

빌리온10)은 벽으로 공간을 폐쇄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적당히 차단하고 강조함으로서 유리는 창이기보다는 벽

그 자체가 되어 강렬한 햇빛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극도

의 순수한 형태미를 추구한다. 또한, 르 코르뷔제의 롱샹

성당(Ronchamp, 1955)은 불규칙적이고 두꺼운 창을 통

해 들어오는 자연광은 실내에서 극적으로 연출되어 조소

적인 내부공간 형태를 결정한다.

(2) 빛의 상징성

교회와 같은 종교 건축에서의 빛의 역할은 공간에 신

성함과 경건함 등이 더해져야 하며, 이런 공간의 특성에

맞추어 빛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하여 건축을 완성시킨

다. 빛에 의해 영적인 표현과 신성함의 표현이 더해져

성스럽고 신비감을 경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다.11) 이러한 영적 상징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작품

으로는 르 코르뷔제의 라트레트 수도원과 롱샴성당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림 2>

한다. 시리아니는 오귀스트 페레, 르 코르뷔제로 이어지는 프랑스

근대건축의 맥을 잇고 있는 건축가로서 외부 형태뿐 아니라 내부

공간에서도 근대적 조형성과 공간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건

축어휘를 제시하였다. 시리아니는 르 코르뷔제의 ‘교시’에 대한 독

자적 해석과 모더니즘을 추구 해오는 네오 코르뷔제안

(Neo-Corbusierian)을 대변하고, 수평·수직 또는 기학학적 원형을

사용하는 데스틸(De Stijl) 미학을 표현하였다. 또한, 시리아니는

건축교육을 위해 대학에서 학생들의 설계 교육에 탁월한 역할을

담당 하였다.

8) 유영희, 건축공간에 표현된 빛의 의미들의 개념과 그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8.8

9) 이은미, 현대 건축공간에 있어 빛의 표현특성과 그 의미에 관한 연

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3, p.127

10) 이강혁, 근대이후 교회건축에서의 빛의 유입 및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6, pp.63-65

11) 김창성, 르 코르뷔제 건축에 나타난 빛의 건축적 표현에 관한 연

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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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빛의 체험성

빛은 일반적으로 대상물의 영역, 크기, 방향, 위치 등

의 지각을 통해 대상물에 부여되는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중요성한 역할을 한다. 빛은 관찰자의 동선 유도를 통해

건축을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체험적인 기능을 제

공하여 다양한 공간에서 그에 맞는 빛의 표현으로 관찰

자의 감성을 이끌어낸다. 즉, 빛을 공간으로 유입하여 시

선을 이끌고 분산시키면서 동선의 유도를 이끌어내며,

그 동선 속에서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게 된다. 동선 속

의 공간들은 그 성격에 맞게 빛이 유입되어지며, 빛의

변화성에 따른 공간의 다양한 표현을 느끼며 미적 예술

성을 체험하도록 도와준다.<그림 3>

<그림 3> 좌로부터 코르뷔제의 빌라 사보아 램프, 프랭크 게리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4) 빛의 시간성

빛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유동성에 의해 공간을 재창조

하고, 공간에 성격을 부여한다.12) 이런 빛의 시간적 유동

성이 고정된 건축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생동감을 느끼

도록 한다. 매시간 같은 공간을 다르게 표현하여 변화된

공간은 인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3차원의 건축

공간은 빛에 의해 시간성이 부여되어 4차원적 공간의 체

험이 가능해지도록 한다.<그림 4>

<그림 4> 빛의 시간성에 따른 4차원 공간 형성

2.2. 앙리 시리아니 건축에서 빛의 개념

빛에 대한 앙리 시리아니의 관점은 자연광의 이미지를

건축공간에서 형상화하는 과정으로써 공간 형성에 있어

빛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공간은 빛에 의해 표현된

다고 말했다.13)<그림 5>

<그림 5> Lognes Social Housing and Facility, 앙리 시리아니

시리아니는 강철과 유리 구조물에서 나타나는 투명성과

가벼움보다는 독립적 구조로 이용되는 콘크리트와 같은

영구적인 재료를 선호하였으며, 콘크리트 건물에서 유일

한 자연의 빛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빛이란 건

축물을 통제하는 요소이면서 공간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다.<그림 6> 시리아니는 이러한 빛

을 ‘조명으로서의 빛’, ‘감동을 주는 빛’, ‘눈부신 빛’, ‘그

림 같은 빛’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14)

<그림 6> 좌로부터 코르뷔제의 라투레트 수도원, 안도 다다오의 고시노 주택

‘조명으로서의 빛’은 내부에서 외부와 동일한 채광조건

을 얻고자 할 때 적용되는 빛으로 오차가 거의 없는 평

형상태를 전제로 한다. 이 빛의 목적은 안과 밖의 차이

를 없애 외부의 조건을 내부에서 재현함으로써 내부에서

도 마치 외부에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든다.<그림 7>

<그림 7> 좌로부터 시리아니의 아를르 박물관 대전시실과 2층 카페테리아

‘감동을 주는 빛’은 건축적 대상으로 하여금 주목을 끌

게 함으로써 건축적 대상이 된다고 정의하였다. 시리아

니는 건축의 본질적 목표를 ’감동’ 이라 표현하고 감동을

주는 빛이란 외부와 내부의 차이를 명백하게 둠으로써

빛을 통하여 감동을 주는 것이라 하였다.<그림 8>

12) 김경재, 근대건축 이후 건축적 빛의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

내디자인학회논문집 25호, 2000.12

13) choalex, http://ask.nate.com/qna/view.html?n=11827802

14) 이관석, 빛을 따라 건축을 산책하다, 시공문화사, 2004,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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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좌상으로부터 안도 다다오의 빛의 교회, 르 코르뷔제의 롱샹

성당, 좌하로부터 앙리 시리아니의 아를르 박물관 오디토리움과 페론

박물관 기획전시실

‘눈부신 빛’이란 어두운 입구에서 실내로 들어가면서

정면 창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에 의하여 느낄 수 있는 공

간의 확장감을 나타내는 빛을 말한다. 이러한 빛은 자연

광을 활용하여 외부보다 밝은 내부공간을 이룩하여 신비

감을 나타내는 르 코르뷔제의 롱샹교회, 리차드 마이어

의 더글라스 주택, 시리아니의 토로시 유치원에서 느껴

볼 수 있다.<그림 9>

<그림 9> 좌부터 르 코르뷰제의 롱샹 교회, 리차드 마이어의 더글라스

주택, 시리아니의 토로시 어린이 집

‘그림 같은 빛’은 삼차원 공간이 발광체로부터 해방되

어 이차원으로 표현됨으로서 공간이 중력과 재료의 재질

로부터 해방되어 재료의 질감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빛을 의미한다. 시리아니는 페론 박물관 전시실<그림

10>에서 백색의 콘크리트 벽체를 통해 유입된 빛을 반

사시켜 벽체의 재질감을 없애고 밝고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마치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의 대형 화폭 속으

로 몰입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하였다.15)

<그림 10> 앙리 시리아니의 페론박물관 전시실

3. 앙리 시리아니의 박물관 건축에서 빛에 의한

건축 공간 형성

3.1. 앙리 시리아니 박물관 건축의 계획적 전제

시리아니는 박물관 건축 설계을 위한 중요 계획적 요

소16)로서 ‘빛’, ‘동선’, ‘입구’의 3가지 항목을 설정하고 이

들의 상호 관련성에 의한 공간창조를 추구한다. 이에 대

한 시리아니의 관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빛

시리아니의 자유로운 평면 구성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자연으로부터 실내에 유입되는 빛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시리아니의 빛은 어둠과 빛의 대비가 아닌

빛과 빛의 대비를 통해 공간을 구성하는데 이용된다. 또

한, 사람의 위치를 바꾸고, 시선을 옮기도록 할 때, 복도

나 통로를 명시하여 사람을 유도할 때 빛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서 내부공간을 위계적으로 구성한다.17)

시리아니는 페론 박물관에서 떠 있는 자유로운 볼륨과

그 볼륨을 둘러싼 창을 통해 빛이 유입되고 건축 요소들

의 조합에 의해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시

리아니는 각 층의 오픈부분을 변화시켜 위로 올려다보는

감흥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평면의 시각적인 확장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유로운 평면에 생명을 주는 것은

실내로 유입되는 빛에 의해 구현된다 할 수 있다. 시리

아니의 의도된 빛 중에서 가장 극적인 것은 천창을 통한

채광이라 할 수 있다.18) 시리아니가 사용하는 천창은 방

향성을 가지며 특히 계단이나 램프 등을 동반하여 공간

과 공간의 연결과 확장을 위해 사용된다.<그림 11>

<그림 11> 좌로부터 페론 박물관 경사로, 아를르 박물관 계단

이렇게 유입된 자연광은 공간 성격에 따른 빛의 연출로

인해 공간에서의 다양한 빛의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게하며,

빛과 함께 위계적인 구성을 갖도록 내부공간이 계획되어

있다. 박물관 동선은 빛에 의해 유도되며, 빛의 흐름은 전

시의 흐름과 유연하게 통합되어 관람자의 이동을 통제한다.

15) 신문기, 테크놀로지 변화와 시리아니의 미학표현 변화와의 관계,

1999.12

16) 이관석, 빛을 따라 건축을 산책하다, 시공문화사, 2004, pp.11-30

17) 이정화, 앙리 시리아니의 박물관 건축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박물관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8호, 2002

18) 김연준, 자유로운 평면유형 및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1.11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3권 2호 통권103호 _ 2014.04          7

(2) 동선

시리아니에게 있어서 관람 동선은 박물관 건축 계획

시 매우 중요한 계획요소로서 다루어지며, 이는 ‘건축적

산책(architectural promenade)’19)의 형태로 나타난다. 시

리아니의 박물관 건축에서 나타나는 동선의 특징은 동선

과 빛이 함께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빛이 동선을 만들고, 그 동선에 의해 박물관에서 전달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빛과 함께 보는 이의 이해를 돕고

감동을 더한다. 즉, 건축가에 의해 미리 계획된 순로로

진행되면서, 각각의 공간 내에서 관람자가 자유로이 관

람을 선택할 수 있는 동선 체계를 갖는다.<그림 12>

시리아니의 전시공간은 실 중심부와 관련된 나선형의

체계로서 중심핵의 주위로 회전한다. 여기서 동선은 박

물관 형태를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2> 좌로부터 아를르 박물관 평면도, 페론 박물관 평면도

(3) 입구

시리아니는 박물관 건축에서 발생하는 기능적 어려움

은 한곳에서 박물관의 복잡한 구조를 관람객에게 모두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입구 홀에서 이

루어져야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관람객들이 박물관에

들어와서 처음 경험하는 입구 홀은 박물관의 기능을 모

두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하며, 박물관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건축적 감흥을 주는 공간적 시도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박물관 시작부분에서 전시공

간 끝부분이 보일 수 있게끔 설계되었다.<그림 13>

<그림 13> 좌로부터 아를르 박물관 입구와 박물관 끝 부분

(4) 빛, 동선, 입구의 상호관련성

시리아니의 박물관 건축은 관람객의 동선과 시선을 의

도적으로 조절함으로서 건축가가 원하는 건축적 시나리

오에 의해 관람객을 안내하고 휴식을 주고, 감동을 얻게

한다. 실내에 유입된 빛은 공간 성격에 따른 다양한 빛

의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게하며, 빛에 의해 관람자 동선

이 유도되어 빛의 흐름은 전시의 흐름과 통합되어 관람

자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시리아니는 관람객들이 박물

관에 들어와서 처음 경험하는 입구 홀은 박물관의 이미

지와 정보를 드러내고, 건축적 감흥을 주어야 한다고 생

각하였으며, 이를 위해 빛을 충분히 이용하였다. 따라서

시리아니는 박물관 계획을 위한 계획적 전재로서 ‘빛’,

‘동선’, ‘입구’를 주요 디자인 요소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 관련성을 추구하여 박물관 건축을 설계하였다.

3.2. 아를르 고대사 박물관에서 빛의 적용

(1) 아를르 고대사 박물관의 개요

아를르 고대사 박물관은 로마시대 갈리아에 형성된 최

초의 로마 식민지로서 도시 자체에 각종 고대도시의 유

적이 산재해 있는 아를르 지역의 프랑스계 로마문화를

전시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현상설계에 당선된 시리아니

는 건축과 전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건축, 전시, 가구

모두를 일괄하여 디자인하였다. 전시프로그램은 시대와

주제별 구성을 원칙으로 하여 아를르 지역의 선사와 원

사시대, 로마제국시대 식민지의 도시와 일상생활, 프랑스

계 로마시대의 조각과 비문을 통한 매장문화와 종교를

전시하였다.

(2) 아를르 고대사 박물관의 공간구성 특징

시리아니의 아를르 박물관은 삼각형20)의 형태를 지닌

기하학적 건축물로서, 건축뿐 아니라 전시, 가구까지 박

물관 기능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시리아니에 의해 디자

인되었다. 시리아니는 이러한 삼각형 평면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적 프로그램21)으로 발굴된 유물들의 보수와 보

관, 임시 전시, 교육 등을 위한 ‘과학구역’, 도서관, 회의

실, 사무실, 카페테리아, 안내인 양성 학교 등을 위한 ‘문

화구역’과 주 전시공간인 ‘상설전시구역’으로 조닝하여

설계하였다.<그림 14>

19) 시리아니는 건축적 산책을 연속적인 특별한 시점들의 접합으로 파

악하여 동선의 진행에 따라 다양한 내부공간을 전개하였으며, 이러

한 동선은 빛과 함께 구현될 때에 영향력이 가장 크게 발휘된다고

하였다.(이관석, 현대박물관에 나타나는 건축적 산책의 유형,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1998)

20) 시리아니는 고대 로마시대에 형성된 역사적인 건축과의 만남은 가

능한 과거를 보존하면서 신축된 현대 건축물에 의한 서로의 특징

을 돋보이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원형, 장방형, 정방

형이 주류를 이루는 로마건축의 기하학성에 주목하면서 로마시대

에는 없는 삼각형 형태의 평면을 택함으로서 형태적 유희가 아닌

장소에 가장 적합한 현대성의 개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이관석,

아를르 고고학 박물관에 나타난 삼각형 형태의 의미와 그 전시공

간 구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8.5)

21) 이정화, 앙리 시리아니의 박물관 건축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박물관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8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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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아를르 박물관의 내부공간 조닝

이러한 삼각형 평면은 이를르 박물관의 3가지 기능인

문화, 과학, 전시라는 프로그램을 만족시키기 위해 합리적

으로 디자인 되었으며, 이 세 기능은 삼각형의 한 모서리

에 있는 입구 홀에서 배분하였다. 삼각형 모서리에 위치한

박물관 입구는 모서리 개방으로 인한 내부공간의 확장과

함께 내부와 외부의 시각적 연속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빛과 동선 과의 관계에 대한 시리아니의 독특한

관점이 박물관 설계에 적용되어 조명의 방법이나 빛의

양 뿐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장소와 향도 고려되어 전시

공간에는 직사광선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북향의 빛

만 유입되도록 설계되었다.<그림 15>

<그림 15> 고대 아를르 박물관 대전시공간 단면도

(3) 아를르 고대사 박물관에 적용된 빛의 유입 방식

시리아니는 아를르 고대사 박물관의 전시공간을 조명하기

위해 중정을 채택하고, 천창, 고측창, 측창 등의 다양한 형태

의 개구부를 디자인하였으며, 지중해의 태양으로부터 전시공

간에 유입되는 열기를 차단하기 위해 북향의 빛을 이용하였

다. 이를 위해 시리아니가 적용한 빛의 유입 방식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쉐드형 천창과 고측창

아를르 박물관 전시실에 사용된 5개의 연속된 쉐드

(sheds)는 정북방향으로 열려 있어 직사광선의 유입을 차단

하여 길고 넓은 박물관 전시공간을 효과적으로 조명하고 있

다. 또한, 쉐드형 천창은 단부에 설치된 고측창과 함께 25미

터가 넘는 깊은 전시공간에 안정된 빛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리아니의 쉐드는 기둥과 벽의 건축적 요소와 맞물려 독특

한 빛의 특성을 가지는 건축 공간을 만들어 낸다.<그림 16>

<그림 16> 좌로부터 아를르 박물관의 쉐드형 천창과와 고측창

2) 천창

아를르 박물관에서의 선형 천창은 복도를 따라 디자인

되어 자연광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관람자의 동선을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선형 천창은 계단이나 램프 등을

동반하며 층별 공간을 오픈 시켜 공간의 확장성을 부여

하였고, 이를 통해 유입된 빛은 관람자에게 시각적인 감

흥을 제공하였다.<그림 17>

<그림 17> 좌로부터 전시관 계단 및 전시공간 출구 천창

3) 측창

시리아니는 관람자들에게 동선의 강재성과 자유성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계획된 관람동선을 디자인하였다. 중

정을 향한 개구부의 열림과 닫힘을 통해 관람자가 빛을

비추는 곳으로 나아가도록 의도되었으며, 쉐드형 천창 하

부의 고측창과 측창은 안정된 조명을 제공함으로서 관람

자가 유입된 빛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그림 18>

<그림 18> 좌로부터 중정으로 보이는 측창과 쉐드형 하부 측창

3.3. 페론 전쟁 박물관에서 빛의 적용

(1) 페론 전쟁 박물관의 개요

페론 전쟁 박물관은 1차 세계대전에서 백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프랑스 솜므(Somme) 지역에서의 전쟁의 참

화를 통해 평화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이

러한 전쟁과 대비되는 평화의 상징으로서의 페론 박물관

은 건물은 공중에 떠있고, 건물의 표면은 흰색으로 설계

되었다.

박물관은 크게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되어 전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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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 구성되었는데, 상층은 1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끝에

대한 상설전시를 하고, 하층은 특별전시장 내에 기획전

시를 한다. 상설전시는 1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평화로운 모습과 그 당시 정치적 상황,

전쟁초기부터 1916년 솜므 지역에 있었던 전투, 1916년

솜므지역 전투의 오디오비주얼 전시, 솜므 지역 전투 이

후부터 종전까지, 전쟁후의 참담한 상황에서 다시 평화

가 찾아오는 시기의 총 5개 주제로 전시된다.

(2) 아를르 고대사 박물관의 공간적 특성

페론 박물관은 중세의 고성과 호수 사이에 위치하여

성의 중정을 일상을 떠난 하늘로 열린 감압의 장소로 사

용하고 있다.22) 시리아니는 성체가 갖는 전쟁의 흔적을

이용하여 주 진입로로 이용하였으며, 이다음에 이어지는

통로에 빛을 유입시켜 박물관으로 진입하는 입구를 설계

하였다. 또한, 박물관 배후에 있는 호수의 평화로운 풍경

을 받아들여 전쟁과 대비되는 평화의 개념으로 박물관의

의미 체계와 구성 요소를 결정하였다.23) 따라서 페론박

물관은 기존의 고성이 갖는 기념성에 의존하면서 박물관

의 기능과 상징성을 갖도록 디자인 되었다.<그림 19>

<그림 19> 페론 박물관 배치 (좌측: 박물관, 우측: 기존 성곽)

페론 박물관은 빛에 의한 동선 유도와 공간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한 시리아니의 작품으로 평가되며, 박물관에

디자인된 개구부의 연속적 흐름은 이를 통해 유입되는 빛

이 건축적 요소와 어우러져 공간의 성격 표현에 도움을

준다.<그림 20> 전시공간은 7m⨯7m 모듈 체계에 의해 배
열된 기둥에 의해 중정과 같은 중앙전시실의 주위에 4개

의 전시실이 위치하여 각 실은 빛에 의해 열린 형태로 공

간이 팽창한다. 이러한 전시공간은 시계반대방향의 나선형

동선을 취하고 있으며, 전시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일치

되는 의도된 순서에 따라 관람자 동선이 유도된다.

<그림 20> 페론 박물관 횡단면도

또한, 박물관의 모든 의미체계와 구성요소는 빛에 의

한 건축공간의 창조와 의미 전달을 중요시하는 시리아니

의 독특한 건축관과 조화가 이루어져 관람자들은 빛에

따라 유도되는 건축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3) 페론 전쟁 박물관에 적용된 빛의 유입 방식

건축에서 빛과 동선의 연계성을 중시하는 시리아니는

페론 박물관을 설계하면서 전시공간에 안정된 빛을 제공

하고, 빛이 반사되는 벽으로 관람자의 시선과 동선을 유

도하기 위해 모든 방향의 빛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시리아니가 적용한 빛의 유입 방식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직 반사벽

페론 박물관에서 사용된 수직 반사 벽<그림 21>은 천

창에서 유입되는 빛을 실내로 반사시켜 눈부심이 없는

부드러운 빛을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이 반사 벽

은 벽면과 벽면사이에 설치되어 공간을 분절시키고 단조

로움을 제거하며, 이 벽에 빛이 반사되어 천창을 통한

빛을 내부공간에 끌어들이고 있다.

<그림 21> 페론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성벽 통로

2) 고측창 형 쉐드

자신의 건축에서 빛과 동선의 관계를 추구하는 시리아

니는 고측창 채광을 이용하여 빛이 반사되는 벽으로 관

람자의 시선을 끌고 동선을 유도하였다. 이 유형은 수직

벽 형과 달리 쉐드의 아래로 벽이 연속되어 바닥으로 내

려가지 않고 천장과 연결된다. 이로부터 유입된 빛은 띠

22) 이관석, 앙리 시리아니 박물관 건축에 있어서 공간적 특성에 대

한 연구-1차대전 역사박물관의 전시실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1996.7

23) 이정화, 앙리 시리아니의 박물관 건축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박물관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8호, 2002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3권 2호 통권103호 _ 2014.0410

<그림 22> 페론 역사박물관 고측창 쉐드

모양으로 2개의 공간을 관통해 바닥까지 내려와 동선을

유도한다.<그림 22>

이러한 쉐드형 천창24)은 3차원적으로 배치되는 평면

에 따라 틈새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 공간에 위치하는

복도공간은 물리적으로 확장되고 시각적 투명성을 가지

게 됨으로서 공간은 상호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3) 천창

쉐드형 천창이 방향성을 가지고 빛을 유입하는 것과

달리 사각형 천창을 통해 유입되는 빛은 방향성을 가지

지 않는다. 페론 박물관 현관홀에 사용된 사각형 천창에

는 직사광선을 직접 실내에 유입하지 않도록 반투명 에

나멜 유리를 사용하여 빛의 강한 대비효과 없앴다.<그림

23> 이것은 극적 감흥을 주기 위해 빛을 이용하기보다

는 홀 부분에 균일하고 부드러운 빛을 제공하려는 디자

인 의도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3> 페론 박물관 현관홀

4) 측창

페론 박물관의 가장 특징적인 개념은 빛으로서 나타낸

동선의 표현이다. 시리아니의 이러한 생각은 전시공간에

들어서기 이전부터 세심하게 실행되었다. 성의 안뜰에서

경사로를 올라 제 1전시실로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유입

되는 빛은 관람자의 동선과 연계된다.<그림 24>

이러한 빛과 동선의 연계는 고측창과 연계된 하부 측창

및 다양한 형태의 측창을 통해 자연광을 받아들이고, 동

선을 유도함으로서 관람자에게 빛을 위해 열려있는 공간

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체험이 가능하게 한다.<그림 25>

<그림 24> 좌로부터 페론성 안뜰, 제 1전시실로 이끄는 경사로

<그림 25> 좌로부터 기힉 전시실 하부측창, 제 1전시실에서 초상화실로

가는 브릿지, 초상화 실에서 제 2전시실로 가는 경사로

3.4. 아를르 박물관과 페론 박물관의 특징 비교

본 논문에서 분석한 아를르 박물관과 페론 박물관에서

시리아니는 빛을 이용한 의도된 합리성을 바탕으로 관람

객의 시선과 동선을 조작하여 건축가가 원하는 건축적

시나리오에 의해 관람객을 안내하고 휴식을 주고, 감동

을 얻게 한다.

건축에서 빛과 동선의 연계성을 중시하는 시리아니는

빛이 반사되는 벽으로 시선을 끌고 그곳으로 관람자를

유도하는 동선 유발 효과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고측창,

천창, 측창, 쉐드, 수직벽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개구부를

디자인하여 빛을 실내에 유입함으로서 공간에 활력을 주

고자 하였다. 빛은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고, 공간을 활성

화시키고, 공간에 생명력을 제공해줌으로서 건축공간 형

성을 위한 궁극적인 표현 수단으로서 이용되었다.

시리아니의 건축에서 공간은 빛에 의해 위계를 가지며

동선은 항상 빛에 의해 유도된다. 따라서 동선의 끝 부

분에는 사람의 시선을 끄는 빛이 있고, 계단이나 램프에

는 천창을 통해 빛을 제공하여 상승감 있는 공간을 창조

하고 이를 통해 관람객을 유도한다.

또한, 시리아니에 있어 자연광은 외부의 한 요소로서

외부와 내부공간의 연속성을 이루게 하며 내부에서 강한

감성을 일으킨다. 이러한 건축적 개념을 바탕으로 빛을

건축공간 형성에 훌륭하게 이용한 아를르 박물관과 페론

박물관의 주요 특성을 비교하여 <표 1>에 요약하였다.

24) 윤희진 외, 르 코르뷔지에와 데스틸 이후 프랑스 건축에서의 다색

체 적용에 관한 연구, 프랑스문화연구 제22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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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르 고대사 박물관 페론 전쟁 박물관

사진

주제 고대 로마 문화 전쟁을 통한 평화

개념

삼각형 형태의 물리적 이미지로 문

화에는 없는 현대적 형태, 문화, 과

학, 전시를 상징

기존의 문화유적 건축물에 전시 박

물관을 증축한 형태로 전쟁의 역사

를 담음

입구

입구 홀을 크게 설계하고, 시작 장소

와 종결 장소를 동일한 곳에 위치시

켜 전시공간에 들어서기 직전에 첫

전시실 쪽 시선은 가린 채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여준다.

박물관은 기존의 성을 통과하여 주

출입구의 위치를 선정하여 기존의

고성이 갖는 기념성에 의존하면서

역사를 환기시키고 성의 중정과 성

벽은 자연스러운 산책로를 유발한다.

동선

삼각형 중정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

의 나선형의 계획동선: 으로 의도되었

고 전시공간 내에서는 자유선택 동선

성과 입구에서 시작되는 동선으로

현재와 과거를 느낄 수 있는 시계

반대방향의 나선형의 계획 동선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시공간 내에서는

자유선택 동선

빛의

체계

동선을 안내하는 빛으로 주로 북향

빛을 도입하고, 자연꽝은 동선과 긴

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실내를 조명

동선을 유발하는 빛으로 전시의도에

따른 빛의 체계를 구성하고, 네 방위

빛을 이용하며, 전시실마다 빛의 유입

방식을 다르게 하여 실의 분위기 변화

동선과

빛의

관계

인공조명과 자연광을 적절하게 사용

하고, 계획적으로 빛을 이용하여 동

선을 유도함

빛을 이용한 계획 동선을 만들어 관

람자의 이동을 유발시키고 동선과

빛으로 1차 대전의 전쟁의 과정과

흐름을 표현함.

창 곡면형 쉐드, 고측창, 측창, 천창 고측창형 쉐드, 반사벽, 천창, 측창

전시

공간
오픈 스패이스, 자유로운 평면에 근거

각 실로 구성되어 있으나, 심리적으로,

시각적으로는 전체 전시공간이 열린

공간, 각 전시실 간의 전이공간 마련

<표 1> 아를르 고대사 박물관과 페론 전쟁 박물관의 주요 특성 비교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앙리 시리아니의 대표적 작품인 아를르

고대사 박물관과 페론 역사 박물관을 통하여 빛에 대한

시리아니의 건축적 개념과 빛을 이용한 건축공간 구성

방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시리아니에게 있어서 빛은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

소로서 다른 건축적 요소들과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가지

며, 인간의 심리적인 작용을 통해 풍부한 건축적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적용되었다.

시리아니는 강철과 유리 구조물에서 나타나는 투명성과

가벼움보다는 콘크리트와 같은 재료를 통해 자연의 빛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으며, 빛이란 건축물을 통제하는 요소

이면서 공간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다.

건축에서 빛과 동선의 연계성을 중시하는 시리아니는

아를르 박물관과 페론 박물관을 설계함에 있어, 자연의

빛을 이용한 극도의 의도된 합리성을 바탕으로 관람객의

시선과 동선을 유도하여 관람 공간을 창조함으로서 관람

객에게 건축적 감동과 흥미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자연의 빛에 의한 극적 동선 유발효과 활용을

위하여, 고측창, 천창, 측창, 쉐드, 수직벽 형태의 개구부

가 디자인되었으며, 다양한 개구부를 통해 유입된 빛은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고, 공간을 활성화시키며, 공간에

생명력을 제공해줌으로서, 사용목적에 어울리는 건축공

간 형성을 위한 궁극적인 표현 수단으로서 이용되었다.

따라서 시리아니에게 있어 빛은 건축의 의미체계와 구성

요소를 규정하고, 공간을 창조함으로서, 인간에게 풍부한

건축적 경험을 제공하는 주요 디자인 요소로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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