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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eneral patterns of the floor plans and space of Usonian house

which designed by Frank Lloyd Wright. this the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F.L.Wright's houses mostly

used simple geometric shapes as the basis for most of his architectural designs. In his early works, his typical

floor plans were square or rectangular shapes, which gradually were transformed into various kinds of shape to

make the adjustment of location of the site and shape. 2) The general patterns of floor plans of his U-houses

were L-shaped or straight shaped using a 4×4 grid system. Most of U-houses consisted of 3 space: living room,

workspace(Kitchen) & dining, and bedroom. Among them, a workspace worked as core role in each house. 3)

Even though solid wall is the opposite concept of the transparent glass but most U-houses were designed to

have solid walls on one side to provide a gallery space(to secure habitability of resident) and transparent glass

walls used on the other side to connect between interior space and natural space of exterior. 4) The cantilever

have not been used before Usonian house but F.L.Wright used it which take charge of functions as transfer

space between inside space and outside space. 5) F.L.Wright saw the nature as a truth, so he thought the

interior space would be natural and all houses must be able to adjust to the natur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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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이하 라이트)는 19C(1867)에

미국(위스콘신 주)에서 태어났고, 20C 가장 유명한 근

대 건축가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나이

92세 애리조나 주에서 사망할 때까지 약 70여 년 동안

약 1,000개 이상의 작품을 발표했다. 그러나 라이트는

동시대의 근대건축가와는 달리 미국의 이상적인 거주

개념인 ‘자연적 환경, 평온, 자유로움, 독립적으로 존재

하는 주택’을 근간으로 그의 건축을 접근하고자 했고,

미국의 중산층, 즉 대중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

하였다.
1)
그래서 라이트가 시카고에서 건축을 시작했음

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대 건축가들처럼 대형건축물보

다 주택작품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의 작품 유형

 * 본 논문은 2013년 동양대학교 교내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을 통해 수

행된 연구임.

본 논문은 2011년 대한건축학회 추계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은 크게 2시대-「Prairie시대(1899-1910)」와「Usonia

시대(1937-1959)」-로 나누고 있다. 특히 70년이라는

그의 건축 인생 중 유소니아 시대에 그의 작품 절반

이상을 디자인했다. 또한 당시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미국인에게 질 높은 주거를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그의

창조성이 돋보인 새로운 주거유형인 유소니언 주택을

보여주었다. 이에 미국 서민들의 시대상을 반영한 유소

니언 주택의 의미와 당시 라이트가 실현하고자 했던

유소니언 주택 공간에 사용된 공간 개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유소니언 주택의 구성요소와 공간 배치기

법을 분석한다. 그리고 유소니언 주택 이전의 주택공간

과 비교를 통하여 유소니언 주택의 공간변화 과정과

주택설계의 기본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적이다.


1) 김혜진 심우갑, 건축의 ‘외적요소’가 내재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의 ‘커뮤니티시설’의 건축적 특성,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

2000,10, p.477 요약-이는 유소니언 주택의 태동을 의미한다. 당시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근대 건축가들은 주택보다 대부분

대형건축물(오피스 등)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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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라이트의 생애 중에 유소니아 시대

(1937 -1959)에 속하는 기간 동안에 디자인된 주택 평면

도를 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유소니언

주택의 공간 변화과정을 라이트의 초기주택, 프레리 주택

등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유소니아 시대의 주택

공간에 실현하고자 했던 라이트의 주택공간 배치개념과

공간 상호간의 동선 흐름을 분석한 후 유소니언 주택의

평면공간의 기본 개념을 도출한다. 진행 과정은 1. 기존

의 이론적 자료를 통하여 라이트의 초기 디자인 개념을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자료를 통하여 유소니아 시

대의 주택공간의 변화과정을 분석한다. 2. 유소니아 기간

동안 라이트가 디자인한 주택들의 사례 평면도를 수집하

고, 각 평면도에 표현된 공간들 간의 상관성을 비교·분석

한다. 3. 분석 결과를 통하여 유소니아 시대의 주택 평면

도에 일관성 있게 적용된 공간 디자인 개념과 구성요소

들을 도출한다. 4. 도출된 개념을 기준으로 유소니아 시

대 주택들의 공간 특성을 정립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

합하여 유소니언 주택 평면의 공간 개념을 도출한다.

2. 라이트의 초기 주택 디자인 유형

2.1. 라이트의 초기 주택 디자인의 개념

1890년대 라이트가 시카고에서 건축을 시작할 당시에 대

부분 젊은 건축가들은 철골구조와 고층건물이 주류를 이루

는 시카고파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2) 그러나 라이트는 처음

오크파크(시카고)에 자신의 스튜디오를 개설하면서 대형 건

축물과는 용도가 다른 주거건축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건축

언어를 찾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라이트는 그 당시에 유행

하고 있었던 빅토리안 스타일의 경우, 주택이 하나의 박스

형태 - 육면체는 수천 년 동안 서양건축을 대표하는 가장

근원적인 공간형태였다. - 에 국한되어 있고, 장소와 어울

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으며, 창문은 벽에 난 작은 구멍

과 같고, 사용된 재료는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지 못한 형태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The

Frank Lloyd Wright Companion"에 기술된 라이트의 초기

박스형 주택과 당시 주택들의 비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3)

<그림 1>의 평면도는 19세기 후반부터 유행했던 미국

인의 일반적인 평면형식(1, 2층)이라면 <그림 2> 평면도

는 라이트의 초기 주택의 사각형 평면 타입(1, 2층)을 단

순화한 것이다. <그림 1>평면도의 경우 현관이 정면 중

2) 라이트 역시 그의 본격적인 설계 작업을 시작한 루이스 설리반

사무실에서 처음 시작한 작업은 당시로서는 규모가 큰 시카고의

오디토리움 빌딩이었다.

3) (REVISIDE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p.140, L=living room(거실), K=kitchen(부엌), D=dining(식당)

앙에 위치하고 있어 현관으로 들어가면 2층으로 올라가

는 계단과 연결되고 중앙에 위치한 계단은 거실 공간과

식당, 부엌을 뚜렷이 구분시키고 있다. 그리고 벽난로는

좌측 외벽 중앙에 위치하고, 평면 중앙에 위치한 계단으

로 인하여 2층에서는 동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

고 각 실에서 단절되고 있다. 외기와 면하는 창문은 사각

형 평면의 각 면에 구멍을 내듯 계획되어 있어 라이트는

이를 벽에 단순히 구멍을 낸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반면

에 라이트의 초기 사각형 평면의 경우에는 <그림 1> 평

면도와 달리 동선을 단절하는 현관과 계단을 하나의 공

간 단위로 묶어 좌측으로 옮기면서(계단 옆이 현관) 내부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그림 1> 19세기 중반에 미국에 유행했던 일반

사각형 평면도는 벽난로를 거실 좌측 벽에

고정시켰고, 계단을 평면 중심에 위치시켜 중앙

계단으로 인하여 각 공간이 단절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그림 2> 라이트의 초기 사각형 평면도(1, 2층)의 일반적

형태로 <그림 1>과 비교하면 계단과 벽난로의 위치를

바뀌고 벽난로를 중심으로 동선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공간을 오픈 개념으로 변환시켜 계획하였다. 그리고 좌측

에 있던 벽난로를 평면 중앙에 위치시켜 2층까지 벽난로

를 연장시키면서 난방 효과를 증대시켰을 뿐 아니라 2층

역시 벽난로를 중심으로 각 공간이 하나의 동선처럼 유

기적으로 순환되며 연결될 수 있게 계획하였다. 창문은

여러 개를 수평적 띠 모양으로 연결시켰고, 내부는 오픈

개념과 각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띠 모양으

로 연결된 창문은 외부에서 들어온 빛을 유기적인 동선

의 흐름에 따라 내부 어느 곳이나 고루 퍼지는 효과를

보이며, 내부 분위기를 상승시키고 있다.4) 그리고 초기의

4) 황용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주택답사, 스페이스타임, 2013,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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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기하학의 건축형태와 공간적 계획은 프레리 건축과

유소니아 건축시대로 흘러가면서 조금씩 변형이 이루어

지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된다. 이런 변화는 라이트 어머

니의 프뢰벨식 교육5) 때문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 브뢰

벨식 교육에서 단순기하학 형태를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

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교육방식은 라이트의 작품에서

디자인 원칙으로 작용하였고, 이런 원칙을 자신의 작품에

효과적으로 응용․체계화하였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의 두 시대의 대부분 작품은 기본 기하학 형태에서 벗

어나기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의 초기 작품인 오

크파크의 자신의 집(1889) 입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마

지막 주택작품(Lykes. 1959)의 평면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에는 이러한 디자인 원칙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라이트의 주택겸

스튜디오(1889) - 삼각형과

사각형의 단순 기하학형태의

결합을 보임

<그림 4> Aime & Norman Lykes

House Floor Plan-기본 기하학인

원의 조합에 의한 평면계획

2.2. 라이트의 초기 주택작품 경향

2.1.에서 기술된 것과 달리 라이트가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한 프레리 시대 이전에는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스타

일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기 작품(프레리 스타일 이전의 1900년 이전주택작품)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시카고의 오크 파크 지역6)의 주택에

서는 콜로니얼, 빅토리안, 퀸 앤 스타일 등의 당시 유렵에

서 유행하고 있었던 스타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경사가 가파른 높은 지붕, 지붕면 위의 창 그리고 정

문 앞의 기둥 열주 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러한 초기 주택디자인 경향은 당시 라이트가 건축에 입문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년생 시절이었을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 처음 스튜디오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

이었다. 또한 건축적 경험이 적고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건축가가 아닌 라이트로서는 자신의 스타일만을 고집할

수 없었던 이유이었을 것이다.7) 그러나 그의 제 1 전성시

5) “THE OAK PARK HOME AND STUDIO OF F.L.W", ANN

ABERNATHY, p.4(프뢰벨 교육은 구, 원기둥, 정육면체 등의 입체

도형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를 만들면서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

6) 라이트의 개인 설계 작품의 시작은 시카고의 오크파크지역에 그의

스튜디오 겸 주택에서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그의

초기 작품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

7) 라이트는 설리반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오크파크의 자신의 스튜

디오 겸 주택을 짓기 위하여 그의 스승인 설리반으로부터 많은 돈

외관의 모습 내 용

William H. Copeland House, 1883

1909년 라이트에 의해 리모델링된 주택 주

택으로 현관 앞에 포치의 지붕을 지지하기

위하여 고대 그리스 신전 등에서 볼 수 있

는 엔타시스 기둥을 세우는 등 당시 유행하

고 있었던 콜로니얼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상 - Walter M. Gale House, 1893

하 - Thomas H. Gale, House 1892

두 주택 모두 라이트의 초기 작품으로 그의

명성을 알린 프레리, 유소니언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방식-당시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

었던 가파른 지붕, 주택 한 모서리 부분의

타워 베이 창문, 지붕면의 창문 등 퀸 앤

스타일(Queen Anne Style) 로 디자인 된 주

택들이다.

이 주택과 인접한 Robert P. Parker (1892)

역시 같은 스타일로 디자인 되었다.

Francis J. Wooley House, 1893

본 주택의 경우에는 위의 Gale House의 타

워베이 창문이 별도의 지붕으로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가파른 지붕면과 지붕면의 창문,

그리고 <그림1>에서와 같이 상자에 창문을

구멍 내듯 디자인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 건축인 프레리 주택은 평면공간을 넓게 펼쳐진 대

평원의 수평선 이미지와 주변의 자연경관을 건축의 구

성요소로 승화시키고 있다. 넓은 평원을 최대한 활용하

여 4개 방향으로 길게 뻗어나간 ＋형 형태의 평면<참

조 그림 9>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프레리 초기 스

타일은 정사각형 유형<그림 2>으로 ‘프레리 박스

(Prairie Box)'라고 불리기도 했다.

<표 1> 시카고 오크파크의 F.L. 라이트의 초기 주택 작품들

3. 라이트의 유소니언 주택

3.1. Usonia의 의미

라이트의 전반기 건축스타일이 프레리 양식으로 대표

된다면 1937년 이후 라이트의 건축은 유소니아 스타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Usonia"라는 단어는 새

뮤얼 버틀러가 미국을 지칭하는 단어로 ‘일치’를 의미하

을 빌렸고 그것을 갚기 위해 설리반 몰래 자신의 작업실에서 설계

를 하게 된다. 이것이 원인이 되면서 라이트는 설리반 사무실을

나오게 되고 자신이 직접 설계 작업실을 운영(1889)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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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Union에서 파생 되었다고 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는 United States Of North America를 줄인 말로서 i는

음절상 발음하기 편리하게 추가된 것이다. 위의 의미에서

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북부지역8)과 다른 지역 주택들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민주국가인 미국 국민에서 경

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아름답고 질 높은 주택들을 보급

하겠다는 라이트의 생각을 표현한 단어이기도 하다. 이는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겪으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높

은 질의 주거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자는 생각에서 이

루어졌다.9) 이런 의미에서 이 시기(1937-1957)에 설계된

주택들을 ‘Usonian’ 주택이라 부른다. 이 시기는 라이트의

제2의 황금기라고도 할 수 있다. 라이트에 의하면 첫 번째

유소니언 주택은 1923년 캘리포니아의 block house10) 라고

하지만 본격적인 ‘유소니아 시대’를 연 작품은 위스콘신 주

의 자콥스 주택(Jacobs house, 1936)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는 유소니언 주택의 기본 개념은 “공간적 개념”이지 시공

등에 따른 “구조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 L 자형의 자콥스 주택 전경과 평면도

3.2. Pairie 평면에서 Usonian 평면으로의 변화11)

라이트의 건축 스타일은 크게 프레리와 유소니아 시대의

건축으로 대별 된다고 할 수 있다. 프레리 스타일의 평면은

십자형 형태에 거실 정면 또는 한 쪽 벽면의 일부가 유리창

으로 계획되어 넓은 대지에 최대한 주택공간을 펼쳐놓는 방

식<그림 6, 7>에서 1936년 이후 부터는 유소니언 스타일의

평면<그림 8>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변화하는 과정은 첫

번째로 거실 정면의 솔리드한 벽 또는 정원 방향으로 향한

벽 1면 이상을 유리문 또는 유리창으로 바꾸어 외부공간을

최대한 내부로 유입하는 것이고<그림 6>, 두 번째, 부엌, 팬

트리(pantry) 그리고 여성들의 작업공간12) - 현대 미국여성

들이 가족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공간

(workspace)-주택의 중간부 또는 다른 부분에 알차게 결집

8) 황용운 op.cit. p.87, 유소니언 주택은 미국 북부지역이면서 그의 향

인 위스콘신 주와 그의 작품 활동 무대인 시카고가 있는 일리 노

이 주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남아있는 400여 주택 작품 중

일리노이에 115작품, 위스콘신에 46작품, 총161개 작품(약41%)

이 북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Thomas A. Heinz,, F.rank Lloyd

Wright FIELD GUIDE, Northwestern University, 2010, p.13

9) William Allin Storrer, op. cit., p.241

10) John Storer House, Harriet and Samuel Freeman House를 의미

11) 황용운 op. cit,. pp.71∼72

12) 라이트의 평면도에서는 부엌을 ‘work space’로 표현하고 있다.

시키는 것이다.<그림 7> 그리고 벽으로 나누어진 식당

전용공간을 제거하고, 동선 등을 고려하여「workspace」

에 인접시키고 거실공간을 오픈시켜 거실과 식당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공간(Living Dinning, L.D)

<그림 6> 가장 기본적인

프레리스타일의 십자형

주택평면도

<그림 7> 거실벽을 유리로

변경한 후 거실 외의 공간을

제거하면서'workspace' 공간을

계획한다.

으로 계획하여 거실공간이 확장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했다. 그리고 이들 공간의 동선은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계획하는 것이다.<그림 8>

<그림 8> 'workspace(부엌)' L자형 평면 중심에 위치시키고

프레리주택의 2층에 위치한 침실 공간을 1층으로 내리면서 부엌을

중심으로거실, 침실을 좌우로 배치했다. 차고는 ‘캔틸레버’로 현관 앞에

계획한다.

다음 단계로 일반적으로 프레리 스타일 주택의 2층에 계획

되었던 공간인 침실공간을 1층으로 옮겨온다. 그리고 부엌

(workspace)을 중심으로 한쪽 날개처럼 일렬로 배치하고

갤러리(복도)로 연결하는 것이다.<그림 8> 이는 여성들이

'workspace'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각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위들을 볼 수 있게 고려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림 9> 프레리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주택중의 하나인 일리노이 주

하이드파크의 Ward Winfield Willits House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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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당시 뿐 아니라 현재에도 미국 주택의 한쪽

면에 문이 달려 있는 폐쇄된 차고형식의 공간과 달리 차

량 출입을 위한 출구와 벽을 제거하고 지붕만 남겨두는

극적인 캔틸레버 형식의 오픈된 공간으로 차고 및 현관

공간을 계획하였다. 프레리 주택은 대부분 2층 이상으로

1층에는 대부분 동적이고 공공적 공간인 거실, 부엌, 식

당 등이 계획되었고, 2층에는 사적이고 정적인침실 위주

로 계획되었다면, 유소니언 주택은 대부분 1층 규모로

프레리 1, 2층의 기능을 1층 공간에 모두 수용하고 있는

계획적인 측면에서 프레리 주택 스타일보다 유소니언 주

택 스타일이 공간적으로 좀 더 알차게 계획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유소니언 주택 계획에서는 어떠

한 대지, 기후, 가족 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리드-사각, 마름모 등과 같은-Unit 모듈

을 사용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중심공간

인 부엌공간(workplace)은 솔리드한 건축 재료인 벽돌로

시공되며 벽난로와 더불어 주택공간의 중심공간으로서

의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부엌공간

(workspace)이란 부엌, 세탁실, 유틸리티 공간 등과 같

은 주택 내에 중심이 되는 서비스공간(core)을 의미한다.

식당공간은 부엌공간과의 편리함 등을 고려하여 이들

공간과 인접시켜 위치시키고 동적이며 공적 공간인 거

실공간은 부엌공간을 중심으로 사적공간인 침실공간과

반대 방향으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평면상의 변화는 라

이트가 ‘Chicago's Central Art Association'의 강연회에

서 말했던 ‘솎아내는 작업’의 시작이었다. 먼저 단순하게

지붕만 있는 차고가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유리하였기

때문에 차고의 지붕은 주택의 지붕과 통합되었으며 전

체적인 바닥 면적을 줄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표준화된

벽돌이 스타코나 석재, 조적조의 벽을 대체하도록 하였

다. 또한 주택은 철저하게 단층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모든 행위들이 수평적으로 엮이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조밀한 부엌이 침실과 등을 맞대고 있음으로써 벽난로를

대신하는 경제적 서비스 코어를 만들도록 하여 불필요한

요소를 필수 요소에 통합하는 작업이었던 것이다.13)

3.3. Usonian 주택의 평면변화

라이트의 초기 주택평면도 유형은 앞에서도 기술 되었

듯이 가장 기본적인 기하학인 사각형을 기본 형태로 계

획되었으며, 이를 기본으로 점차적으로 프레리 스타일에

서 유소니언 스타일로 변화하였다. 이렇게 변화하는 과

정에서 사선, 육각형, 마름모를 모듈로 사용하는 다양한

기하학의 평면유형도 나타나게 된다. 유소니언 주택으로

13) 함은광 김광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거주’개념과 ‘물질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1999.10. p.447

이러한 작업역시 그가 말한 “높은 질의 주거를 저렴한 가격에 제

공‘하고자하는 생각의 실천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처음 선보인 작품이 자콥스 주택(1936, 그림 5)이라고 한

다면, 이후 여러 평면 형태의 변형을 통하여 1939년 일

리노이 주의 리버리티빌러(Libertyville)에 처음으로 一자

형태의 유소니아 주택인 로이드 루이스 주택(Lloyd

Lewis House, 1939)을 발표하게 된다. 다시 말해 <그림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사각형 평면

도14)에 벽난로를 중심으로 각 공간들이 연결되는 유기적

인 공간흐름을 가진 평면도에서 계단 좌측의 차고와 부

엌(K) 위쪽의 Servant 공간이 추가되면서 Prairie 주택의

기본 형태인 십자형 평면유형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런

십자형 평면은 Usonia 시대로 접어들면서 Usonian 주택

의 가장 기본적인 90도로 꺾어진 L자형 평면으로 변화

하게 된다.<그림 6∼8> 그러나 Usonia 시대에도 Prairie

스타일의 전형적인 십자형 평면의 변형된 형태가 보이기

도 한다. 비록 유소니언 주택의 전형적인 평면 유형인 L

자형 평면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120, 180

(일자형), 등 여러 각도 뿐 아니라 좀 더 복잡한 6각형

그리드, 이등변 삼각형, 평행사변형, 원형의 부분을 이용

한 다양한 평면 형태로 전개 발전된다.

<그림 10> 사각형에서 십자형 평면으로 변화15)

<그림 5>의 자콥스 주택 평면이 전형적인 유소니언

주택의 전형적인 L자형 주택이라면 아래 평면도는 변형

된 유소니언 주택 평면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변형된 대부분의 주택은 그 주택이 자리 한 대

지의 위치가 일반적인 평지가 아닌 구릉지 또는 언덕 등

으로 대지에 순응하기 위한 설계 방법이라 판단된다.16)

14) 위스콘신 주의 Frederick C. Bogk House(1916)와 일리노이 주의

Glencoe의 러빈 블러프스 개발지구(Ravine Bluffs Development)

내의 Daniel Kissam(1915), william F. Ross(1915), William F.

Kier(1915) 주택들이 전형적인 사각형 프레리 스타일 평면도이다.

15) William Allin Storrer, op. cit., p.116

16) 두 주택을 직접 방문한 결과 다른 주택과 달리 평탄한 대지가 아

니고 나지막한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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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면 도 내 용

L-자형 평면 변형-6각형그리드 평면

도 - Hanna House 1936)- 나지막한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9년 지진

에 의해 일부 손상되었지만 평면도가

육각 모양의 유니트 모듈을 사용하여

허니콤(Honeycomb) 주택으로도 불리

어지기도 한다.

<표 2 > 변형된 유소니언 주택의 평면도 유형

L자형 평면 변형-William and Mary

Palmer House(1950), 나지막한 언덕에

위치하고 <그림15>에서 볼 수 있듯

이 전면이 솔리드한 벽으로 이루어졌

고 후면은 유리벽으로 이루어진 전형

적인 유소니언 주택이지만 삼각형 그

리드 유니트에 의해 L자형이 변형된

유소니언 주택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L자형이 아닌 처음으로 일자형 유소니아 주택인 Lloyd Lewis

House(1939) 일리노이 주에 발표하게 된다. 침실은 갤러리라는 복도를 통하여

길게 연결되고 거실. 부엌 등과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3.4. Usonian 주택 평면계획의 기본 개념

유소니언 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구성은 앞에서 살

려 보았듯이 L형의 중심부에 자리한 부엌공간을 기준으

로 한다. 그리고 식당은 부엌과 동선의 편리함 등을 고

려하여 이들 공간과 인접시켜 위치시킨다. 동적이며 공

적공간인 거실공간과 정적이면서 사적공간인 침실공간은

부엌공간을 중심으로 양쪽에 분리하여 계획하는 것이 가

장 일반적인 유소니언 주택의 공간 배치 계획의 기본 개

념이라 할 수 있다.17) 이외에 유소니언 주택의 공간구성

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라이트 주택

디자인 원칙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은 단위 시스템(Unit system)을 이용한 ‘그리드’와 ‘캔

틸레버’이다. 일부 대지 형태에 따라 여러 유니트 모듈을

사용하였지만 그의 유소니언 주택 평면은 사각형(4(1.2)×

4(1.2) foot(m)) Unit System<표 3>을 기본으로 하고 있

다. 이는 다른 건축적 요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소니언 평면유형이 개발되기 전 1920년 전의

그의 작품에서 그리드 모듈이 적용되긴 했지만 이것이

그의 실질적인 디자인 요소로서 적용되지는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유소니언 주택의 평면 디자인에서는 명료

17) 황용운 op. cit., p.77

하게 그리드 모듈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25년 라이트가 “규모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내가 설

계하는 모든 건물은 하나의 Unit System에 의해 디자

인 된다.”라고 선언했을 정도로 Unit System에 의한 그

리드를 모든 평면계획에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 L 자형 유소니언 주택 평면도의 일반적 공간 배치

평 면 도 내 용

Sara & Melvyn Maxwell Smith

House(1946) - 미시건 주, 유소니

언 L자형 평면도로서 60㎝×120㎝

직사각형 그리드 모듈 사용, L자

형중심의 부엌을 기준으로 좌측

에는 거실 우측에는 침실을 배치

하고 있다.

Robert Levin House (1946), 미시

건 주, 유소니언 L자형 평면도-

정사각형 모듈을 사용(1.2×1.2m),

부엌이 L자형 중심에서 벗어나 위

치하고 있지만 좌측에는 사적인

침실공간을 우측에는 공적인 거실

을 배치하는 방식을 동일하다.

* 유소니언 L자형의 대표적인 평면도인 자콥스 주택<그림 6>역시 사각형 모듈을

사용하였고 L자형 중심에 가려진 부엌을 위치시키고 한쪽으로는 갤러리로 사적

공간인 침실을 연결시키고 반대편 공간은 공적 공간인 거실을 위치시키고 있다.

캔틸레버<표 4>의 경우 단순히 주택의 외적 구성요

소라기 보다 내부공간에서 만들어내는 건축적 특성을

손상하지 않고 외부공간과 공존할 수 있는 전이공간으

로서, 즉 매개영역을 제공함으로써 내·외부의 상반된

특성을 명확히 분절하면서도 연계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고 있다. 두 번째로 라이트의 유소니언 주택 평

면의 기본형인 L-자형 평면과 차후 一자형 평면에서도

주택 공간을 기본적으로 3분할하고 있다. 이 중 다른

어느 공간보다 거실공간을 가장 중요시했다.<그림 11>

유소니언 주택의 L-평면 내부공간은 크게 가족 활동에

서 가장 중요시되는 공간인 거실공간, 그리고 가족의

생활을 보조하는 서비스공간(부엌, 식당 등)과 사적 공

간인 침실로 3개의 큰 공간으로 분할한다. 이 중 가족

들이 같이 공유하는 거실공간이 전체 평면 공간 계획

에서 약 절반정도의 크기로 계획하는 것이 기본원칙이

었다.

특히 라이트가 설계한 거의 모든 주택에서 부엌공간

은 철저하게 감추어진 공간으로 계획한다.18) 반면에 거실

18) 연구자가 방문한 90%이상의 주택의 경우 부엌의 천창이나 클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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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틸레버의 모습 내 용

Eric & Pat Pratt House (미시건,

1948)현관과 주차공간의 모습 - 길

게 뻗어 나온 캐노피는 주택 외부

공간에 다른 공간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문객의 시선과 자동차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는

듯 하다.

Goetsch Wincker House (미시건,

1940) 차량의 진입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차고부분의 캔틸레버는 차량

방문동선 유도 뿐 아니라 방문객의

시선 집중과 흡입력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시건 주, Gregor & Elizabeth B.

Affleck House(1940)차고부분의 캔틸

레버와 지붕의 수평적 요소가 강조

되고 있고 중간부분에 붉은 벽돌의

수직축(부엌 공간)이 수평적 요소(캔

틸레버 지붕)를 고정시키면서 안정

감을 주고 있다.

위의 사례 주택에서 캔틸레버는 단순한 차고 공간의 암시적 설정하는 외부공간

이라기 보다 내·외부공간을 이어주는 매개공간으로서 기능을 위한 구성요소로

계획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 유소니아 주택의 전면부분의 캔틸레버로 조성된 주차공간

공간은 접근성이 좋아 인지성이 높게 계획되었다. 그 결

과 거실 공간과 서비스 공간(부엌 등)영역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공간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 유소니아 L자형평면의

공간 3분할도

스토리를 통해서 빛을 끌어들이고 있어 부엌이 단순히 감추어진

내부공간이 아니라 외향적인 내부공간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이는 ‘시각적 인지 범위에서 본 라이트 주택의 공간

구조 분석 연구’19)에서 VGE분석 결과와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거실에서 전면 도로와 반대되는 방

향의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유리벽(window wall)이라

고 할 정도로 벽 전면을 유리 창문으로 계획했다. 이런

계획방식은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경관과 함께 주택

내부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광경을 연출(전면은 솔리드하

고 답답한 벽20)과는 완전히 반대) 하고자는 계획 방법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표 5>

정면의 모습 (솔리드한 벽) 배면의 모습 (유리 벽)

Sara and Melvyn Maxwell Smith House(1946) -L자형

Turkel House (1955) - L자형

William and Mary Palmer House (1950) - L자형 변형

정면의 벽은 솔리드하게 계획, 배면은 정면의 모습과 달리 외벽이 대부분 유리

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이 주택 외에도 대부분의 유소니언

주택은 정면과 배면은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계획되어 외부와 내부공간의 반전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5> 유소니아 사례 주택의 정면과 배면의 모습 비교

19) 민나라 외 3인, 시각적 인지 범위에서 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주

택의 공간 구조 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3추계학술발표논문,

p.72에서 VGA(Visibility Graph Analysis)분석결과 거실공간이 서

비스공간과 명확하게 분리한 생활 중심적 공간이라 분석하고 있

다. 이 논문에서는 거실공간(Living room), 개인공간(Private zone),

서비스 공간(Service zone)으로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20) 이러한 벽은 한편으로 라이트가 관심을 가진 견고한 물질에 대한

애착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거주지가 대지에 대한 확고하게

뿌리내림으로써 평온함을 얻을 수 있도록 벽에 견고한 물질적 속

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함은광 김광현, op. cit., p.448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3권 2호 통권103호 _ 2014.04          19

세 번째, 유소니아 평면도의 L자형과 차후 一자형 평

면도에서 주택의 전면부 또는 전면도로와 접하거나 메인

출입구가 있는 방향의 벽은 솔리드하게 표현되어 정면을

무표정한 주택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 솔

리드한 벽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은 대부분 복도 ‘Gallery'

로 표현하고 이곳을 통하여 각 침실로 연결된다. 이 갤

러리 공간은 솔리드란 벽으로 인하여 터널(tunnel)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향상 어둡기 때문에 천창 또는 고측창을

계획하여 갤러리로 빛을 유입하고 있다.

이러한 유소니언 주택의 평면에서 유리벽과 복도(갤러

리)는 라이트의 건축 공간 전반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조

망성-피난처성 이론(Prospect-Refuge Theory)과 밀접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망성-피난처

성은 동굴의 밖과 안의 관계처럼 연속적인이며 동시적인

공간개념이다. 조망성의 공간적 특징은 동굴 외부와 같

이 밝고 확장된 대지 경관(자연)의 속성을 내포한 반면

에 피난처성의 공간은 동굴 내부와 같이 어둡고 좁은 곳

이다. 이 두 상반된 공간 개념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조망성-피난처성 이론은 라이트의 작품의 특징으로 나타

나고 있다.21) 그 사례의 주택으로 Melvyn Maxwell Smith

(1946), Gregor & Elizabeth B. Affleck House(1940), Eric

& Pat Pratt House (1948), William and Mary Palmer

House(1950), Turkel House(1955) 이외 대부분의 유소니

언 주택이 같은 방식으로 계획되었다. 이와 같이 유소니

언의 일반적인 평면도 L, 一 자형 평면도에서 갤러리와

내부공간의 모습을 단순화하면 <그림 12>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그림 12> 유소니언 평면도의 기본 L형과 一형 평면도에서 대부분

갤러리 방향이 전면 도로 방향이 되고 이 갤러리의 외벽은 언제나

솔리드한 벽(굵은 선-벽).으로 계획되었고 반대 방향인 생활공간은

전면 유리로 계획되어 조망성과-피난처성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전면 유리를 통하여 외부의 자연을 내부로 끌어

들이기 위한 시도는 1800년대 에머슨, 휘트먼과 함께 초

월주의적 경향을 보였던 H. D. Thoreau는 ‘The Walden’

이라는 에세이를 통해 거주의 조건들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에 기반을 두고 ‘광대

한 자연 속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택’을 제시한다. 이

21) 김광호 고인석,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르 꼬르뷔제의 조망성 개

념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7,1

것은 당시 미국인들이 가진 거주의 이상적 모델이었고

라이트 역시 동일한 거주의 이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

에 자연 환경 속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택에 대한 이

상을 부분적으로는 재료의 자연적인 속성 부여를 통해,

또 부분적으로는 풍경(자연경관)으로 인식되는 주택의

형상을 통해 재현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22) 이러한

특징은 그의 유리에 대한 견해에서도 알 수 있다. “유리

를 사용함으로써 토지의 개방된 시야가 건물 안으로 들

어오고, 건물의 내부는 외부로 전개되어 토지의 경치와

일체가 된다. 유리는 환경으로서만 아니라 건물 안에서

영위하고 있는 훌륭한 생활을 위한 패턴으로서 사용되고

있다.23) 그래서 라이트는 주거란 자연의 섭리를 표현해

야 되며, 이는 대지에 순응하고, 환경에 순응하며, 거주

자의 삶을 통합해야 한다. 그리고 재료의 본질을 통합하

고 환경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는 주택의 내·외부 공간에

깊숙이 스며든다.24) 라고 했다. 즉, 라이트는 주거 건축

이란 건축과 인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반응이 없는 단순

한 기능적 사물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연과 상호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주택을 이해하고자 했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유소니언 주택 평면의 공간 개념에 대

한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소니언 주택뿐 아니라, 라이트가 건축을 시작

했을 때부터 그의 완숙한 단계를 거쳐 마지막 순간에 이

르기까지 그의 주택 작품에는 일관성있게 가장 기본적인

기하학적인 도형을 유니트 모듈로 사용하고 있었다. 비

록 일부 대지의 형상과 위치에 따라 변형된 경우도 있었

지만 유소니언의 기본 평면형인 L, 一자 형태의 평면도

를 취한 것도 역시 그가 사용하는 유니트 시스템인 ‘그

리드’라는 기본 개념 범위 내에서 이루어 졌다. 이는 어

느 대지나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단순 명쾌한 경제적인

주택을 위한 계획 방법이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유소니언 주택에는 솔리드한 벽과 정반대인 개

념인 유리벽을 동시에 사용하여, 주거라는 인간의 피난

처성을 확보하였고 그리고 자연의 조망성을 자연스럽게

내부 공간으로 유입하고 있다. 즉 상반된 개념의 물성을

사용하여 내·외부 공간의 극적인 반전과 함께 주거공간

과 자연공간을 공존의 공간으로 연출하고 있다.

셋째, 부엌공간(workspace)이 주택공간의 코어로서 유

소니언 주택의 중심공간에 위치시키고 감추어진 공간으

로 계획된 반면에 거실공간은 접근성이 좋아 인지성이

22) 함은광·김광현, op. cit., p.446

23) 遠藏樂譯(東京), Wright, Frank Lloyd The Natural Mouse, 彰國社, p.13

24) 조승수, 라이트주택의 자연 상징과 리얼리티에 관한 연구, 한국주

거학회 논문집 2006.4 p.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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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계획되었다. 또한 침실은 갤러리라는 터널의 개념

을 통하여 거주자들에게 피난처성이라는 안정감을 제공

함으로써 그 결과 거실 공간, 서비스 공간(부엌 등), 침

실 영역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평면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넷째, 유소니언 주택의 캔틸레버는 미국주택에서 이전

까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는 이것을 단

순히 외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라 외적 구성요소와 내부공

간이 자아내는 건축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구성요소로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내·외부공간이 손상되지 않고 상호

공존하면서 전이할 수 있는 매개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구성 요소로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근대건축이 시대정신에 입각한 보편적인

양식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당시 미국의 대부분 건

축도 유럽의 근대적 건축양식에서 근본적인 해답을 찾으

려 했다. 그러나 라이트는 동시대의 근대건축가와는 달

리 유럽이 아닌 미국인의 이상적인 거주 개념인 ‘자연적

환경. 평온, 자유로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택’을 근간

으로 그의 건축을 접근한 결과, 미국의 중산층, 즉 대중

의 삶에 스며들 수 있는 유소니언 주택을 탄생시켰다.

이와 관련된 그의 유소니언 주택은 개개의 주택이 배

치되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놓여 있

든 상관없이 대지에 순응하면서 주변자연을 최대한 받아

들이는 주거공간이야 말로 훌륭한 주거 건축이 될 수 있

다는 그의 신념을 보여 주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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