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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ccupying the center of architecture, design, painting and culture, minimalism is aesthetics of essence that reflects

modern age but transcends age at the same time. Pursuing minimalist trend like this and covering the range of

furniture, interior and architecture, total designer Antonio Citterio is developing minimalist designs of his own.

Called one of the 3 greatest furniture designers in the world today, he leads the trend and enjoys high reputation

as a world-renowned interior designer and architec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integrate minimalist descriptive characteristics which appeared in interior space of Citterio who pursues minimalist

design. As a study method, this study reorganized minimalism from methodological perspective, drew out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minimalist interior spaces unique to Citterio based on background and influence of

Citterio's design and, centering on this frame of analysis, analyzed and integrated interior spaces he desig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overcome problems that can become monotonous in a

minimalist space, Citterio provides spatial experiences to feel visual and spatial variations using the ramp and

bridge. Second, he created various senses of space with visual and spatial expansion using transparency in the

walls made of glass. Third, with linear expressions, he designed modern spaces with beauty of proportion and

balance through contrast and emphasis. Fourth, he made constructive expression through exposure of structures

or stairs in the space. Fifth, he created sophisticated atmosphere with contrast between natural and artificial

materials and emphasis of material properties. Sixth, his design also shows the characteristic of using furniture as

the role of adjusting overall atmosphere of interior space, not as separated parts from it. The author hopes that

abov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new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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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단순한 것이 늘 최고는 아니나 최고는 늘 단순하다를

의미하는 ‘Less is more’는 근대 건축의 3대 거장의 한

사람인 미스 반 데어 로에가 한 말로 ‘형태는 기능을 따

른다(Form follow function)’는 경구만큼이나 근대를 대

표하는 말이다. Less is more는 구시대의 장식적 디자인

을 몰아내고 단순성의 미학이 세상을 지배할 것임을 선

언한 것이다. 일군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등장하기 전

까지 이 경구는 미니멀 건축의 뿌리가 되었고, 단순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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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은 현대 도시의 풍경과 도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배하였다. 한때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의 기세를

꺾기도 하였으나 지금도 근대 미학이 부활하여 Less is

more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 경구를

제대로 실천한 것은 애플의 아이팟, 아이폰으로, 그것은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그 미학은 결국 미니멀리즘이

었다. 이 경구는 한때의 유행처럼 퍼졌다 잊혀지는 얄팍

한 수사가 아니라 디자인의 근본 원리, 우주를 지배하는

디자인의 커다란 법칙을 대변한 말이다.1)

이와 같은 미니멀리즘을 도구로 디자인을 전개하면서

가구와 실내, 건축을 아우르는 토털 디자이너인 안토니

1) 단순할수록 좋은 디자인이다. Less Is More,

http://www.design.co.kr/section/news_detail.html?info_id=38346&c

ategory=000000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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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로버트 모리스,

Untitled (Williams Mirrors),

1977

구분 특성 표현 내용

조형적

특성

단순성
이미지와 조형성을 최소화하여 기본적인 구조로 환원하기 위

하여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사용

반복성
어떤 물체간의 계층적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 중성적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반복성 사용

물체성
작품에서 구상적 요소나 내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

것의 물체성을 강조

명료성 단단한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색채나 소재에 의해서 이러한 특징이 드러남

개념적

특성

확장성

미니멀 공간을 설명하는 것으로 조형적 공간보다는 시각이

외부로 확장되는 작품, 관객, 전시공간의 복합관계에 의해서

공간성을 지님

순수성 형태의 순수성과 색채의 자율성을 뜻함

환경성
장소성을 포함하여 작품이 그 자체로만 완결되지 않고 작품

이 위치한 주변의 환경의 일부까지도 작품에 포함

<표 1> 미니멀 아트 표현특성

<그림 2> Primary

Structures, 도날드

저드(좌),로버트

모리스(우), 1966, Jewish

Museum
<그림 1> 안토니오

치테리오 (Antoni Citterio),

1950∼

<그림 4> 로버트 모리스,

Untitled (Walk Around),

1975

오 치테리오<그림 1> 역시 그만의

미니멀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현재 세계 3대 가구 디자이너

로 거론될 만큼 트렌드를 이끌어가

는 선두 주자이면서 실내디자이너,

건축가로서 명성을 누리고 있다. 그

는 밀도 있는 디자인으로 세계 디자

인계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지명도와는 달리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그

의 공간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니멀리즘을 본질 추구를

위한 방법론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면서, 그런 디자인을

전개하는 안토니오 치테리오의 실내공간에 나타난 미니

멀리즘 표현특성을 분석, 종합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건축에서부터 제품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자

인 영역에서 활동을 해왔던 치테리오의 모든 작품 중

미니멀리즘 특성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1980년 후반 이후

의 실내공간 사례를 연구 범위로 한정,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외에서 발간된 치테리오의 작품

집, 각종 인테리어 전문지, 인터뷰 기사 등 문헌고찰과

현지답사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2장에서는 미니멀리즘의

의의를 중심으로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실내공간 표현특

성을 재정리한다. 3장에서는 치테리오 소개와 디자인 배

경과 영향을 토대로 그만의 미니멀리즘 실내공간 특성

분석틀을 도출한다. 4장에서는 3장의 도출한 특성을 기

반으로 치테리오의 실내공간 사례를 분석, 5장에서는 분

석한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린다.

2. 미니멀리즘과 공간

2.1. 미니멀리즘 개념과 정의

미니멀리즘은 거의 동일한 시점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도 나타났으나, 그 주류는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일

어났다.2) 미니멀 아트는 영국의 리차드 월하임이 1965년

‘아츠 매거진’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였으며 단순화되고

반복적인 유닛을 사용한다는 뜻에서 ‘ABC Art,’ ‘Serial

Art,’ 혹은 ‘Literalism’으로 불리웠다. 1966년에 뉴욕 유

태인 미술관(Jewish Museum)이 기획했던 Primary

Structures<그림 2>는 칼 앙드레(Carl Andre), 도날드

저드(Donald Judd), 댄 플라빈(Dan Flavin), 로버트 스미

스슨(Robert Smithson) 등이 포함된 전시였다. 큐레이터

2) 최병훈, 김진우, 미니멀리즘 가구디자인의 근원과 조형세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제17권 제2호, 2006.5, p.91

카이내스턴 맥샤인(Kynaston McShine)

은 전시 카탈로그에 관람객의 역

할과 함께 작품과 주변 공간이 가

지는 중요성에 대한 글을 수록하

면서 미니멀한 조각이 관람객의

공간에 개입하기도 하고, 관람객

이 조각적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활성화 한다고 설명하였다.3)

미니멀리즘은 “회화도, 조각도

아닌 사물을 지향한다.”라는 목표

를 공유할 뿐, 작가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

했다.4) 그럼에도 미니멀리즘의 이 다양한 흐름을 하나로

묶어주는 크게 3가지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 방

법과 형태의 단순화이다.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단

순한 기하하적 형태로 본질적인 것을 탐구하여 참조적,

재현적, 은유적 의미로부터 예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다. 둘째,

<그림 3>에서처럼 경험과 지각으

로써 지각 현상학을 지향한다. 암

시나 환영을 피하기 위해 작품의

재료 특성에 몰두하고, 예술을 순

수한 형태의 지각을 넘어서는, 모

든 감각주의의 오염에서 벗어나도

록 시도하였다. 셋째, <그림 4>에

서 보여지는 것처럼 디자인 대상과

그 영역을 공간과 환경에까지 새로

운 시각적 관계까지 확대하였다. 미

니멀 예술은 3차원 조각으로써 근본

적으로 작품을 둘러싼 공간, 환경과

의 관계에서 의미 있게 지각된다는

점에서 매우 공간적이고, 건축적이

다.5) 이러한 미니멀리스트들은 이해의 차이가 있지만, 미니

멀 아트로 묶는 공통된 표현 특성은 아래 <표 1>6)과 같다.

3) 정연심, 현대공간과 설치미술, 초판, 에이엔씨, 서울, 2014, pp.59-60

4) 진중권,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초판, 휴머니스트, 서울, 2013,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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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키워드 작가 미니멀적 표현특성

근대

건축

Ornament
& Crime

아돌프 로스
장식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생각, 기능, 구조를
필수요소로 간주

Purism 르 꼬르뷔지에
순수성, 단순성, 경제성, 장식에 대한 엄격성,
단순기하학적 형태의 본성 탐구

Less is
more

미스 반 데어
로에

단순하고 엄격한 솔직성, 물질성의 탐구

Silence &
Light

루이스 칸
빛과 침묵에 의한 건축의 생성의 근원을 밝히
고자 함

현대

건축

미니멀 아트의 건축적
전이

미니멀 아티스트들은 조각, 회화, 건축, 실내디

자인, 가구디자인, 조명디자인 등 광범위한 장르

의 영역을 유기적으로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함

미니멀리즘 건축의 발전
-단순한 모던 스타일이 전 세계 도시 곳곳을
지배

<표 2> 건축 공간에서 미니멀리즘 형성 배경

연구자 논문제목 분류 표현특성

이정란

(2007)

미니멀리즘 관점에서 본 David

Chipperfield의 주거건축에

나타난 공간의 확장성에 관한

연구

공간

특성

추상공간

공간의 확장성

극도의 개방성과 폐쇄성

신병철

(2006)

현대 상업공간의 실내에 나타난

미니멀디자인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공간적

특성

확장성

빛을 통한 확장

투명성을 이용한 확장

비움을 통한 확장

폐쇄성

재료적

특성

물성

비물성

형태적

특성

단순성

반복성

배동준

(2006)

미니멀리즘 건축공간에

나타나는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 승효상과 루이스 칸을

중심으로

형태적

특성

단순기하의 추구

반복성

재료적

특성

물성의 추구

재료의 비물성화

공간적

특성

추상공간

공간의 확장

극도의 개방성 및 폐쇄성

지역적

특성

지역성

주변과의 조화(환경성)

김태곤

(2006)

안도 다다오 박물관 건축에 나

타난 미니멀리즘적 표현

조형적

특성

기하학적 완벽성 추구

요소의 반복성

재료성의 탐구

극도의 개방성 및 폐쇄성

시각적 단순화

개념적

특성

극적 공간

면의 순수성

지역성의 표현

주변 환경과의 조화

<표 3> 미니멀리즘 공간 표현특성 선행 논문

미니멀리즘은 형태, 공간, 재료, 관객과의 체험 등 미

술의 기본과정에서 작품의 내용, 조형 요소를 최소한으

로 줄여 작품을 물체로 환원시키고, 동시에 감상자의 시

각을 주변 환경으로 확장7), 그 공간에서 작품-공간(장

소)-관객은 다양한의 내용을 표현한다.

2.2. 미니멀리즘과 공간

비평가들이 건축과 관련하여 미니멀리즘을 언급한 최

소의 시기는 1970년대 말이며, 디자인에서의 ‘군더더기

없고’, ‘감축된’ 디자인과 연관하여 사용하였다. 건축에서

미니멀리즘의 논의는 1988년 12월 이탈리아 잡지 ‘라세

냐(Rassegna)’에서 세기말 속의 새로운 경향인 ‘미니멀

건축‘을 공식적으로 기술하였다.8) 건축에서 미니멀리즘은

예술 분야보다 약 20년가량 늦게 나타났다. 19세기 산업

화와 공업화, 도시화의 확산은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반영된 모더니즘 건축을 등장시켰다. 모더니즘 건축의

합리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신념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

고 지역주의, 미니멀 아트, 현상학 등의 다양한 사조들이

더해져 하나의 경향으로 미니멀리즘 건축이 생겨났다.

초기 모더니즘의 출발 선상에서 아돌프 로스(Adolf

Loos), 근대의 정점에서 미스 반 데어 로에, 르 꼬르뷔지

에(Le Corbusier), 루이스 칸(Louis Kahn) 등의 근대 거

장들은 모더니즘을 대변하지만, 미니멀리즘 경향도 보이

고 있다.9) 미니멀리즘 공간의 표현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미니멀리즘 건축 형성의 배경이 되는 근대 건축의 미니

멀적 표현특성을 <표 2>10)에 재정리하였다.

5) 이정욱, 현대건축에서의 미니멀리즘의 의미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3호, 1997.12, pp.152-153

6) 김태곤, 안도 다다오 박물관 건축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적 표현 특

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05.11, p.272

7) 배주희, Minimal Art에서 공간과 양괴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이

화여대 연구논총, Vol.22 1992, p.236

8) 김양완, 한국현대건축에서 벽의 미니멀리즘 표현에 관한 연구, 경

상대 석사논문, 2001, p.18

9) 최승욱, 현대 미니멀리즘 건축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에 따른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2011, p.19

극도의 단순함을 추구하며, 건축의 행위의 본질을 찾

고자 한 미니멀리즘 건축은 단지 모더니즘의 이상을 반

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료의 본질에 대한 추구와 동시

에 지역적 배경을 수용하며 더욱 다양한 건축적 내용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형태와 공간, 기술과 재료,

건축이 갖는 위치와 장소의 관계, 그리고 이를 경험하는

관찰자의 지각을 중요시했다. 이를 통하여 건축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해석적 지평을 제시하고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미니멀 아트의 영향을 받은 미니멀리즘

공간과 연관된 선행 논문을 <표 3>에서 정리하여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단순성, 반복성, 재료성의 탐구, 공간의

확장,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표 4>와 같이 미니멀리즘

실내공간 표현특성으로 도출하였다. 도출한 표현특성의

표현내용은 아래 <표 5>와 같다.

10) 한혜진, 현대 미니멀리즘 건축의 형성과 그 표현 특성에 관한 연

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2, p.49

11) 이정욱, op. cit.,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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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치테리오 & 드완

구분 표현특성 표현내용

조형적 특성

단순성 -단순 기하학적 형태

반복성 -수직, 수평의 반복

재료성의 탐구 -재료의 물성과 비물성, 순수성

공간적 특성
공간의 확장 -투명성을 이용한 확장, 오프닝을 통한 확장

주변 환경과의 조화

개념적 특성 건축 공간의 질적인 본질 표방

<표 5> 미니멀리즘 실내공간 표현특성의 표현내용

3. 안토니오 치테리오의 디자인 배경과 실내

공간 표현특성

3.1. 안토니오 치테리오의 소개

치테리오는 1950년 이탈리아 브리안자(Brianza)의 메

다(Meda)에서 태어났다. 그는 가구 장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1976년에 밀라노 폴리테크닉 공과대학

(Politecnico of Milan)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였다.

1971～72년에 파올라 나바(Paolo Nava)와 함께 리소

네(Lissone, Milan)에 스튜디오를 개설, 1981년까지 파트

너로 공동 작업을 하였으며 그는 당시 산업디자이너와

컨설턴트로도 활동하였다. 이후 개인 사무

실을 설립하였고, 이때부터 치테리오는 건

축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기 시작했다.

1987년에는 그의 아내이자 건축가인

테리 드완(Terry Dwan)과 함께 디자인

스튜디오를 개설, 공동 작업으로 유럽 각

지와 일본을 활동 무대로 다양한 작업을

선보인다. 이때부터 치테리오는 아르떼미

데(Artemide)와 카르텔(Kartell), 비앤비

이탈리아(B&B Italia), 플렉스폼(Flexform), 모로소(Moroso)

와 같은 유명 회사와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다.

1999년 패트리시아 비엘(Patricia Viel)과 함께 사무실

을 창립하면서 치테리오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2000년 4월 밀라노 Via Cerva 4에 본사를 설립하고, 같

은 해 5월에 함부르크 Wrangelstrasse 75b에 지사를 오

픈하였다. 이후 2009년 안토니오 치테리오 패트리시아

비엘 & 파트너스(Antonio Citterio Patricia Viel and

Partners)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였다. 회사는 주거 및 상

업 단지, 산업 시설, 기업 혁신 전략과 공공건물의 보존,

작업 공간, 사무실, 전시장과 호텔 용 공간 계획에 대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12)

전 방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던 안토니오 치테

리오는 비앤비 이탈리아와의 소파 시티(Sity, 1986)와 카

르텔과의 수납장 모빌(Mobil, 1994)로 황금 콤파스상

(Compasso d'Oro)을 수상하였다. 2007년에는 베로나에

있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데이케어 센터로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2013년 밀라노에 있는 ‘Salaino 10’이라는 주

거 건축으로 유럽의 현대 건축상인 미스 반 데어 로에

어워드를 수상하였고, 2008년에는 영국 왕립예술 협회가

그에게 로열 산업디자이너로 칭하는 명예를 수여하였다.

그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스위스의 멘드리시오

(Mendrisio) 건축 아카데미와 도무스 아카데미에서 건축

과 디자인에 대해 강의 중이다.13)

3.2. 작가의 디자인 배경과 영향

(1) 초창기 가구디자인의 영향

“밀라노 북쪽에 자리한 소도시 메다는 이탈리아 가구

산업의 핵심적인 지역이다. 나는 그곳에서 태어나 장인

이자 사업가로 활동하는 아버지 아래에서 성장했는데,

예술 학교에 진학해 매일 4～5시간씩 가구 디자인을 공

부하고 아버지 회사 일을 도왔다. 아버지는 주세페 테라

니(Giuseppe Terragni), 움베르토 아스나고(Umberto

Asnago)같은 이탈리아 건축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

12) Antonio Citterio, http://www.casa.co.kr/brand/media/view.do?articl

eNo=7721&schCd=0105010000

13) Alba Cappellieri, Antonio Citterio: Architecture and Design, 1st

ed., Skira, Milano, 2007, pp.319-320

반복성

단순성

재료성의 탐구

주변 환경과의

조화

공간의 확장

이정란

(2007)

미니멀리즘

실내공간 표현특성

추상공간

공간의 확장성

극도의 개방성과 패쇄성

신병철

(2006)

확장성, 폐쇄성

물성, 비물성

단순성

반복성

단순기하의 추구

물성, 재료의 비물성화

추상공간

공간의 확장

극도의 개방성 및 폐쇄성

지역성

주변과의 조화(환경성)

배동준

(2006)

기하학적 완벽성 추구

요소의 반복성

재료성의 탐구

극도의 개방성 및 폐쇄성

시각적 단순화

극적 공간

면의 순수성

지역성의 표현

주변 환경과의 조화

김태곤

(2006)

반복성

<표 4> 미니멀리즘 실내공간 표현특성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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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티, 비앤비

이탈리아, 1986

<그림 8> Ad hoc, 비트라, 1994-2012

<그림 7> Diesis, 비앤비 이탈리아,

1979

<표 5> 치테리오의 미니멀리즘적 실내공간 표현특성 도출

려주셨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디자인과 가

구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성

장한 그가 13세에 이미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하였던

것은 당연한 선택인 것을 알 수 있다.14)

(2) 밀라노 폴리테크닉 대학 시기의 영향

대학에서 어네스토 로저스(Ernesto Nathan Rogers)의

교육은 치테리오에게 많은 시사점을 갖는 계기가 되었

다. 로저스는 작용하는 역사(operative history)라는 개념

으로 반 데 벨데(van de velde), 19세기 아돌프 로스

(Adolf Loos), 독일 표현주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파,

소비에트 건축을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하면서, 그

들이 근대 건축과 함께 비판적 연속성이라는 연구에 전

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근대 유럽 건축의 거장

인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같은 마스터들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뛰어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삶의

새로운 현실과 관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이 시

기에 근대 디자인은 그의 디자인에 근본적인 참조점이

되었다.15)

(3) 3명의 클라이언트의 영향

1980년대 중반은 그가 전문적인 디자이너로서의 운명

을 결정한 3명의 클라이언트와 컬래버레이션을 시작한

시기이다.16)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피에르 부스넬리(Piero A.

Busnelli)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가구회사 비앤비 이탈

리아의 CEO이다. 그에게 첫 번째 황금 콤파스상을 안겨

준 제품 또한 비앤비 이탈리아와의 협업으로 선보인 소

파인 시티<그림 6>이다. 그는 비앤비 이탈리아와 70년

대 초반 첫 개인 스튜디오를 시작한 직후부터 함께 일해

왔으며, 1996년부터는 막살토(Maxalto) 라인의 디자인

총괄 디렉터를 맡는 등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

였다.17)

두 번째 클라이언트는 패션 브랜드 회사 에스프리

(Esprit)의 CEO인 더그 톰킨스

(Doug Tompkins)이다. 1984년

에토레 소트사스(Ettore Sottsass)

는 톰킨스에게 에스프리 밀라노

에 위치한 새로운 본사를 설계

할 적합한 인물로 치테리오를

소개하였다. “에스프리는 내게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준 동시에 톰킨스는 샌프란시스코

에서 나를 불러, 홍콩과 도쿄 등 세계 전역으로 보내 함

14) 안토니오 치테리오, http://mdesign.designhouse.co.kr/in_magazine/

sub.html?at=view&info_id=61859&c_id=00010003

15) Alba Cappellieri, op. cit., pp.24-25

16) Antonio Citterio, Works: from 1976 to 2004, http://en.presstletter.

com/2005/04/antonio-citterio-works-from-1976-to-2004-by-lpp/

17) 안토니오 치테리오, op. cit.

께 일했던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인 노먼 포스터, 구라마

타 시로, 안도 다다오를 만나게 해줬다. 그것은 전문가로

서 중요한 경험이었다.”18)

세 번째 클라이언트는 스위스 비트라 가구 회사의

CEO인 롤프 펠바움(Rolf Fehlbaum)이다. 그는 치테리오

의 Diesis<그림 7> 작품에

감명을 받고, 그를 고용하

기로 결심했다. 또한, 그는

치테리오를 위해서 L.A.에

서 레이 임스와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치테리오는 우

수한 디자이너 이상이다. 그는 대부분의 디자이너처럼

상품에 빠져들지 않는다. 그는 상품과 시장의 관계에 대

해 프로젝트와 거리를 유지하고 냉철한 비판적인 견해

를 유지하는 몇 안 되

는 디자이너 중 한 사

람이다. Ad hoc<그림

8>같은 가구처럼 그

는 최신 사무실의 새

로운 요구에 반응하

며, 게다가 그의 제품

은 시적이며 순수하고 감성적이다.”19) 그는 비트라와 직

업적인 협력관계 이상으로 건축과 디자인의 콘셉트를 잡

는데 있어 암묵적이고 신중한 관계이었다.

그는 상기한 3명의 클라이언트를 만나 그들과 프로젝

트를 하면서 디자인 경력을 쌓는 동시에 디자인의 아이

덴티티를 확립하였다.20)

(4) 90년대 하이 터치와 미니멀리즘의 영향

1990년대 이탈리아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반동으로

다시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미니멀리즘과 탈 기계, 인

간성 회복, 파괴된 환경 치유를 강조하는 하이 터치 경

향이 일어났다. 이런 시대적 경향으로 인해 그는 단순화,

디자인 문제 해결 과정의 즐거움, 미니멀리즘 수용으로

디자인의 폭을 넓혔다.21)

3.3. 안토니오 치테리오의 실내공간 표현특성

그는 고전의 활성화로 근대화가 어려웠던 이탈리아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과 성장 과정에서 받은 영향으로 역

사 지식도 해박하면서 실용주의적인 근대 성향을 가진

건축가가 되었다. 대학 시절 영향으로 이탈리아에서는

보기 드물게 미스의 미니멀한 미학을 지닌 근대 디자인

을 잘 흡수하였으며 90년대 시대적 영향으로 미니멀리즘

을 수용, 재해석하여 그가 디자인한 실내공간에서도 이

18) Alba Cappellieri, op. cit., p.314

19) Ibid., pp.313-314

20) Antonio Citterio, Works: from 1976 to 2004, op. cit.

2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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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rivate House,

Basel, 2006

<그림 13>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어린이집, Verona, 2006

<그림 9> 에스프리,

앤트워프, 1987

<그림 11> 월드 컴퍼니,

고베, 1988

<그림 10>

Tisettanta,

Giussano, 1988

-단순함의 미학

-디자인 문제 해결의 즐거움

-미니멀리즘 수용

-경사로와 다리에 의

한 공간 체험의 유발

-투명성을 이용한 시

각적 확장

-가구의 공간 요소화

공간적

-로저스의 작용하는 역사

(operative history)

-근대건축

기능성의 미학

볼륨의 강조

투명성, 가벼움

단순함의 미학

공간적

디자인 배경과 영향

-공간의 확장

-주변 환경과의 조

화

-클라이언트와 협업과

후원으로 전문가적인 성장

-세계 3대 가구디자이너

명성을 얻음

-세계적인 건축가 명성을

얻음.

-장인의 숙련된 제작 기술

-디자인 본질

초창기 가구디자인의 영향

3명의 클라이언트의 영향

미니멀리즘

실내공간 표현특성

90년대 하이 터치와

미니멀리즘의 영향

조형적

-단순성

-반복성

-재료성의 탐구

안토니오 치테리오의

미니멀리즘적 표현특성

-선형적 표현에 의한

대비와 강조

-계단 등 구조의 노출

을 이용한 구축적 표

현

-재료의 즉물적 표현

조형적

밀라노 폴리테크닉 대학

시기의 영향

<표 6> 치테리오의 미니멀리즘적 실내공간 표현특성 도출

러한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22)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

한 그의 실내공간에서 나타난 미니멀리즘적 표현특성은

경사로와 다리에 의한 공간 체험의 유발, 투명성을 이용

한 시각적 확장, 선형적 표현에 의한 대비와 강조, 계단

등 구조의 노출을 이용한 표현, 재료의 즉물적 표현, 가

구의 공간 요소화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그의 미니멀리

즘적 실내공간 표현특성 도출과정은 다음 <표 6>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 경사로와 다리에 의한 공간 체험의 유발

치테리오는 미니멀한 공간에서의 단조로워질 수 있는

문제점의 극복을 위해서 실내공간에서 경사로와 다리같

이 시각적 시퀀스와 상하 공간에서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공간 장치를 활용한다. 그에게 있어 경사로와 다리

는 공간과의 관계적인 연결과 전이, 공간을 횡단하는 시

각적 연속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상하층의 상호작용에 의

한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장치인 것이다. 에스프리<그

림 9>는 실내공간에 사선으로 보이드 공간에 배치된 경

사로형 다리는 시공간적인 변화를 유발하면서 다리가 설

치된 상하층 공간에서 오브제와 같은 역할과 하는 공간

체험의 유발을 위한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23)

Tisettanta<그림 10>는 가구 전시장 중앙에 설치된 지그

재그형 경사로는 순환하는 동선으로 공간의 모든 전시와

22) Pippo Ciorra, Antonio Citterio, Terry Dwan: ten years of

architecture and design, 1st ed., Birkhauser, Italy, 1995, pp.4-5

23) Ibid., p.184

연결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전망을 하면서 움직임을 유도

하고 공간을 횡단하는 체험의 장치로서 기능을 한다.24)

경사로와 다리는 별도로 놓여있기도 하지만, 고베에 있

는 월드 컴퍼니 본사<그림 11>에서처럼 경사로형 다리

로 디자인하여 시공간적 체험 장치로 사용하기도 한다.

(2) 투명성을 이용한 시각적 확장

유리를 이용한 투명성은 미니멀한 공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표현기법으로 유리의 투명성에 의한 시각적 연속

성과 상호 관입, 중첩, 개방감을 일으키는 시각적 확장을

하면서 공간 간의 연계성과 깊이감을 표현한다. 또한 유

리의 투명성과 함께 벽체의 부분적인 오픈을 통하여 공

간에서의 중첩에 의한 효과를 추구하기도 한다.25)

Private House<그림 12>의 거실 벽 옆에 위치한 작은

중정을 둘러싼 유리벽을 통하여 식당과 외부 창까지 연

속된 시각적 확장을 하면서 시각적인 개방감과 함께 중

첩에 의한 공간 간의 연계성과 깊이감을 표현하였다.26)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어린이집<그림 13>의 교실에서는

유리벽을 통하여 연속되는 교실의 전경으로 시각적 확장

을 하면서 개방과 중첩에 의한 공간 간의 연계를 통한

시각적 확장을 추구하였다.27)

(3) 선형적 표현에 의한 대비와 강조

이탈리아 Garzanti의 사전에 따르면 우아함은 정제되

고 매력적이며 꾸밈없는 특성으로 굉장히 정제된 표현이

라고 하였다. 건축물의 우아함에 대한 논의는 흔한 주제

가 아니지만, 그의 작품에서는 자연히 떠오른다.28) 그의

24) Pippo Ciorra, Brigitte Fitoussi, Vanni Pasca, Antonio Citterio &

Terry Dwan Architecture & Design 1992-1979, 1st ed., Artemis,

Zurich, 1993, p.118

25) 김선영, 미니멀 건축 공간으로 본 투명성의 조형적 효과, 한국기초

조형학회, Vol.6 No.2, 2005.5, pp.85-95

26) Alba Cappellieri, op. cit., pp.62-63

27) Ibid., pp.227-228

28) Pino Scaglione, Valeria Sassanelli, Monograph.it 3: Citterio/V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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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Bulgari

Hotel, London, 2012

<그림 22> Cooper Square,

New York, 2008

<그림 20> 비앤비

이탈리아, London,

2001

<그림 19> 에스프리,

암스테르담, 1987

<그림 21> Aspesi,

Milan, 2006

<그림 20> 비앤비

이탈리아, London,

2001

<그림 16> 에스프리,

암스테르담, 1987

<그림 23> Edel,

Hamburg, 2001

<그림 15> De Beer,

London, 2002

<그림 14> 에스프리,

파리, 1990

미니멀한 공간에서 선형적 표현으로 반복된 선의 긴장

감, 프레임 윤곽의 강조, 수직·수평의 분할 등 주변 요소

와 관련한 대비에 의한 강조를 하면서 비례미와 균형미

을 표현하였다.29) 에스프리<그림 14>은 난간의 선적인

요소와 천정에 매달린 펜던트 조명과의 대비에 의한 공

간적인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다. De Beer<그림 15>의

수직 진열대 프레임은 후면의 흰색 벽의 가로선과 대비

에 의한 강조로 대비를 이루면서 진열대를 강조하는 효

과를 유발하였다.30)

(4) 계단 등 구조의 노출을 이용한 표현

그는 실내공간에서 계단이나 구조의 노출에 의한 구축

적 표현을 공간에서 보여준다. 에스프리<그림 16>의 아

연 도금 강판으로 성형한 타공된 철판의 디딤판과 스틸

난간으로 구성된 계단은 재료의 물성과 함께 구축적인

구조미를 보여주면서 산업적인 이미지의 형태미를 보여

준다.31) 비앤비 이탈리아<그림 17>의 목재 디딤판과 유

리 난간으로 구성된 계단은 재료의 물성과 함께 구축적

인 구조미를 보여주면서 세련된 이미지의 형태미를 보여

준다. Bulgari Hotel<그림 18>의 회색 카펫의 디딤판과

반복적인 스틸 파이프의 난간으로 구성된 원형 계단은

재료의 물성과 함께 구축적인 구조미를 보여주면서 우아

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형태미를 보여준다.

(5) 재료의 즉물적 표현

그는 불필요한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과 인공

재료의 물성을 이용한 대비와 조화에 의한 세련된 분위

기를 표현하려고 한다. 에스프리<그림 19>에서 그는 갈

바 금속을 사용한 모노크롬 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재료

의 즉물성을 표현하였다. LA에서 방문한 프랭크 게리의

& Partners, 1st ed., LISt Lab, Milano, 2011, p.17

29) Building as Refined Object: The Architecture of Antonio Citterio,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ad.451/pdf

30) Alba Cappellieri, op. cit., p.266

31) Pippo Ciorra, Brigitte Fitoussi, Vanni Pasca, op. cit., p.134

자택이나 일본에서 보았던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 등은

그가 재료의 물성을 살린 즉물적 표현을 하는데 많은 영

향을 주었다.32) 비앤비 이탈리아<그림 20>는 바닥의 목

재 플로어링과 유리의 투명함, 천정의 흰색 마감의 즉물

적인 대비와 조화에 의한 편안하고 세련된 공간을 연출

하였다. Aspesi<그림 21>는 바닥의 밝은 아이보리 대리

석과 벽면의 흰색 마감, 기둥과 천정의 노출 콘크리트

마감으로 재료의 즉물성을 살린 미니멀한 공간을 표현하

였다.33)

(6) 가구의 공간 요소화

그는 세계 3대 가구디자이너답게 가구를 공간 구성 요

소로써 전체적인 공간 분위기를 조정하고 상승시켜주는

역할로 디자인한다.34) Cooper Square<그림 22>은 로비

에 넓은 소파와 넓은 테이블, 스탠드를 배치하여 공간과

상호작용에 의한 공간에 휴게 기능을 부여, 오브제같은

역할을 하면서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로 향상시켰다.

Edel<그림 23>은 로비에 위치한 미니멀한 소파는 오브

제로써 공간의 전체적인 균형을 상승시키면서, 공간에

휴게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의 가구는 공간 구성 요

소로써 공간을 형성하고 공간에 기능을 부여하며, 인간

의 행위를 유발하는 요소로 공간과 상호작용한다. 그것

은 하나의 통일된 개념 아래에서 실내공간에서 분리된

부분이 아닌 가구가 공간 구성의 요소로써 작용한다.

3.4. 소결

그의 실내공간에서 나타난 미니멀리즘적 표현특성은 2

장에서 재정리한 미니멀리즘 실내공간 표현특성과 밀접

한 관계가 있음을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4장에서는 도출한 치테리오의 미니멀리즘적 표현특성을

바탕으로 그의 미니멀한 실내공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32) Antonio Citterio, Works: from 1976 to 2004, op. cit.

33) Alba Cappellieri, op. cit., p.215

34) Ibid.,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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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1

작품년도 1988 위치 앤트워프

구성 매장, 쇼룸, 오피스

작품개요

18세기 건물을 개보수한 에스프리 앤트워프의 디자인 목표는 역사적인 건물의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내공간을 변신시켜 도시의 새로운 중심공간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규칙적인 창문을 지닌 기존 외관 때문에 실내의 안쪽 벽체에

익스팬디드 메탈로 된 스크린 벽에 의한 이중 레이어의 파사드로 반전된 분위

기의 새로운 공간으로 디자인하였다. 실내에는 진입 경사로형 다리, 계단, 캣워

크를 설치하면서 철망 구조물 스크린 벽과 함께 도시의 현대성을 표현하는 디

테일로 공간을 차별화하였다. 이렇게 치테리오는 동선에서 전시 시스템까지 전

체적으로 유연한 공간을 만드는 기술과 재료로 실험적인 접근을 하였다.

도면, 공간 이미지

(1) 에스프리 지사

실내공간 특성

경사로와

다리에 의한

공간 체험의

유발

투명성을

이용한

시각적 확장

선형적

표현에 의한

대비와 강조

계단 등

구조의 노출을

이용한 구축적

표현

재료의 즉물

적 표현

가구의 공

간 요소화

● ○ ● ● ● ◑

특성 내용

경사로와

다리에 의한

공간 체험의

유발

매장에 진입하자 보이는 보이드 공간에 사선으로 배치된 경사로

형 다리를 설치, 다리를 건너면서 레벨의 변화에 따른 시공간적

변화를 느끼게 하는 공간 체험을 유발하게 디자인하였다. 동시

에 보이드된 공간의 상하층에서 경사로형 다리는 오브제의 역할

까지 하고 있다. 이외에도 2층의 보이드 공간에 비스듬하게 설

치된 계단 역시 시공간적 변화를 유발하는 장치로 디자인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선형적 표현에

의한 대비와

강조

실내 공간의 수직적인 기둥들과 수평적인 계단 난간들이 보여주

는 선형적 요소들의 대비와 강조로 인하여 긴장감을 일으키면서

공간에 시각적인 활기를 부여하고 있다.

계단 등

구조의 노출을

이용한 구축적

표현

실내공간에서 아연 도금 강판으로 성형한 타공된 철판의 디딤판

과 스틸 난간으로 구성된 계단, 익스팬디드 메탈 스크린 벽의

노출에 의한 재료의 물성과 함께 구축적인 구조미를 표현하고

있다.

재료의 즉물적

표현

실내공간의 철망과 스틸 구조물, 노출 천정의 데크플레이트와

설비 배관의 스틸, 계단의 아연 도금 강판의 마감은 재료의 즉

물성을 살린 산업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반면에 바닥의

목재 바닥 마감은 스틸과의 즉물적인 대비와 조화로 스틸의 차

가움을 완화시킨 세련된 분위기로 디자인하였다.

가구의 공간

요소화

3, 4층 업무 공간과 휴게공간에 철망과 스틸 프레임으로 디자인

한 파티션을 배치, 산업적인 분위기의 공간 콘셉트를 가구까지

일관되게 전개하였다. 철제 파티션이란 가구적인 요소는 공간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면서 가구의 공간 요소

화를 보여주고 있다.

사례분석 2

작품년도 1989 위치 고베

구성 리셉션, 아트리움, 공용 공간, 전시실, 레스토랑

작품개요

일본 고베의 패션 아일랜드에 위치한 기성복 의류 회사인 월드 캄퍼니의 본사

이다. 원래 관리용 사무실로 건축하였던 건축물을 드완, 도시유키 키타, 토마스

메케이와 팀을 구성, 협업하여 패션 스타일리스트들을 위한 5층 규모의 크리에

이티브 센터로 개보수하였다. 기존의 입면 등을 개수할 수 없었기에 실내공간

에 집중하면서 정원과 통로, 입면을 중심축으로 새로운 도시적인 분위기로 재

조직하면서 디자인하였다. 또한 건축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로 입구 홀, 리셉

션, 레스토랑, 경사로, 실리더형 계단실 등을 재구성, 전체적으로 통합된 정체

성을 부여하게 디자인하였다.

도면, 외관 이미지, 공간 이미지

실내공간 특성

경사로와

다리에 의한

공간 체험의

유발

투명성을

이용한

시각적 확장

선형적

표현에 의한

대비와 강조

계단 등

구조의 노출을

이용한 구축적

표현

재료의 즉물

적 표현

가구의 공

간 요소화

● ◑ ● ● ● ◑

(2) 월드 컴파니 본사

반복성

단순성

재료성의 탐구

주변과의 조화

공간의 확장

투명성을 이용한 시각적 확장

경사로와 다리에 의한 공간 체험의

유발

선형적 표현에 의한 대비와 강조

계단의 노출을 이용한 구축적 표현

가구의 공간 요소화

재료의 즉물적 표현

미니멀리즘

실내공간 표현특성

안토니오 치테리오의

미니멀리즘적 실내공간 표현특성

<표 7> 미니멀리즘 실내공간과 치테리오의 미니멀리즘적 실내공간

표현특성 관계

4. 안토니오 치테리오의 미니멀리즘적 실내

공간 사례분석

4.1. 사례선정 기준 및 분석방법

사례선정 기준은 그가 건축가로서 실제적인 명성을 얻

게 된 1987년 이후 미니멀리즘적 표현특성이 잘 나타나는

실내공간 사례 5개 작품을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그의

작품집과 관련 서적, 잡지, 인터넷사이트, 인터뷰 기사 등

문헌고찰과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분석한다. 분석 키워드

의 특성을 연관성 높음(●), 연관성 보통(◑), 연관성 낮음

(○)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세부적 내용을 작성하였다.

4.2. 실내공간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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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내용

경사로와

다리에 의한

공간 체험의

유발

아트리움에서 휴게공간에서 업무 공간으로 사선으로 배치, 연결

한 경사로형 다리는 보이드된 공간에서 시공간적 시퀸스를 유발

하는 동시에 업무 공간으로의 연결과 전이를 표현하고 있다. 또

한 미니멀한 분위기의 실내공간에서 사선으로 배치된 경사로형

다리는 공간 체험 장치이면서 수직, 수평으로 구성된 합리적인

디자인의 공간에서 임팩트를 부여하는 오브제 같은 장치로 기능

하고 있다.

투명성을

이용한 시각적

확장

좌우 분리된 건축물의 사이에 조성된 아트리움은 입구의 정사각

의 게이트를 제외한 전면의 커튼월과 천창이라는 투명성을 이용

한 시공간적 확장을 하고 있다. 이 창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도

시의 풍경을 차경적인 장치에 의한 새로운 감상적인 체험을 유

발하고 있다.

선형적 표현에

의한 대비와

강조

경사로형 다리의 사선형의 구조와 수직적인 난간의 대비를 통하

여 강조하고 있다. 배경인 개구부의 창호에서도 선적인 요소의

대비와 강조에 의한 방법으로 미니멀한 공간에 리듬감을 부여하

고 있다.

계단 등

구조의 노출을

이용한 구축적

표현

천정의 박공지붕 철제 프레임의 노출이나 보이드된 공간에 사선

으로 배치된 경사로형 다리, 프레임 구조에 흰색 철망이 부착된

실린더형 계단실에서 구조의 노출에 의한 구축적인 구조미를 표

현하고 있다.

재료의 즉물적

표현

전체적으로 벽과 천정의 흰색과 바닥과 디딤판, 경사로의 목재

마감 재료로 공간에서 즉물적인 표현하고 있다.

가구의 공간

요소화

경사로형 다리와 연결된 휴게 공간은 바닥의 목재 플로링에 맞

춰 캐주얼한 목제 의자를 배치, 공간과 상호작용하면서 실내에

서 도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리셉션 공간의 중앙부에

리셉션 데스크를 배치, 공간과 상호작용하면서 가구가 공간의

일부가 되는 공간 요소화를 보여준다.

사례분석 3

작품년도 1998 위치 밀라노

구성 전실, 거실, 주방, 방, 계단실, 통로

작품개요

브레라 지역에 위치한 17세기 건물의 최상층과 다락을 개보수한 치테리오와

드완을 위한 복층 주거 아파트이다. 공간 디자인의 목표는 영구적인 속성을 지

닌 건축과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실내 공간을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것이

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사진 지붕 아래 위치한 다락 일부를 하부 층과

연결, 5m 높이의 복층 거실로 만드는 등 넓고 긴 오픈 플랜의 공용공간으로

디자인하였다. 그리고 식당 위 다락방은 천정을 없애고 테라스를 조성하여 주

야간에 별을 보는 등 자연의 여유로움을 즐기면서 휴식할 수 있는 감성적인

공간으로 연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집이란 개념 아래 건축과 실내공간, 가구

까지 거주자의 삶에 맞추어 공간을 새롭게 배열, 정리하여 실용성과 미적 가치

를 갖춘 거주 공간으로 변신시킨 것이다.

도면, 스케치

공간 이미지

실내공간 특성

경사로와

다리에 의한

공간 체험의

유발

투명성을

이용한

시각적 확장

선형적

표현에 의한

대비와 강조

계단 등

구조의 노출을

이용한 구축적

표현

재료의 즉물

적 표현

가구의 공

간 요소화

◑ ● ● ● ● ●

특성 내용

(3) 치테리오&드완 주택

경사로와

다리에 의한

공간 체험의

유발

복층의 거실 공간 상부에 배치한 긴 다리형 통로는 복층의 각

공간과 관계적인 연결과 전이를 보여주는 장치로서 거실을 내려

다보면서 횡단하는 시공간적 변화를 정적으로 체험하는 장치인

동시에 백색의 미니멀한 공간에 금속재의 재료로 마감한 오브제

로 기능하고 있다.

투명성을

이용한 시각적

확장

거실은 식당의 오프닝에 의한 시공간적 확장으로 시각적으로 넓

고 시원한 공간감을 연출하였다. 테라스의 오프닝을 통하여 실

내공간에서 자연을 새롭게 감상할 수 있는 세련된 공간을 연출

하였다. 복층 거실은 다양한 오프닝을 통하여 다양한 시공간적

인 체험을 하며, 동시에 공간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선형적 표현에

의한 대비와

강조

공용 공간 벽의 중간에 수평으로 설치된 통로는 수직의 계단실

오프닝과 대비·강조에 의한 기하학적인 비례미와 엄격한 균형미

를 표현하였다. 또한 통로 난간의 반복된 선에 의한 강조로 인

해 긴장감과 간결한 표현으로 정제된 형태미를 보여준다.

계단 등

구조의 노출을

이용한 구축적

표현

거실 공간에 목재 디딤판과 스틸의 선형 난간으로 구성된 계단

실과 통로의 구조의 노출에 의한 구축적인 구조미를 보여주면서

재료의 물성과 함께 미니멀한 형태미를 보여준다.

재료의 즉물적

표현

거실공간에서 바닥의 목재 플로링과 벽의 흰색, 복층 통로의 스

틸 마감은 재료의 즉물적인 대비와 조화에 의한 세련되고 미니

멀한 공간을 표현하였다. 식당 안쪽의 목재 가구는 바닥의 목재

플로링과 함께 재료의 즉물적인 표현을 하여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가구의 공간

요소화

거실의 자연스러운 느낌의 패브릭 소재로 마감한 소파와 테이블

등의 가구들은 공간에 기능을 부여하면서 공간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편안함과 함께 공간의 분위기를 향상시키는 가구의 공간

요소화를 보여준다.

사례분석 4

작품년도 2000 위치 밀라노

구성 리셉션, 업무공간, 대표실, 회의실, 창고

작품개요

밀라노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치테리오, 비엘&파트너스의 본사

건축물이다. 디자인의 목표는 밀라노가 지닌 장소의 지속성에 집중, 환경적 조

건에 대한 이해와 재해석을 통해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건축

물은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여 구조 자체의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부와 외부, 가벼움과 투명함, 오프닝을 통한 관계성 등의 특성들을

통하여 업무공간이 기존 도시 풍경과 자연스럽게 결합하면서 건축물 자체가 돋

보이도록 디자인하였다.

도면, 외관 이미지, 공간 이미지

실내공간 특성

경사로와

다리에 의한

공간 체험의

유발

투명성을

이용한

시각적 확장

선형적

표현에 의한

대비와 강조

계단 등

구조의 노출을

이용한 구축적

표현

재료의 즉물

적 표현

가구의 공간

요소화

◑ ◑ ● ◑ ● ●

특성 내용

경사로와

다리에 의한

공간 체험의

유발

외부에서 리셉션으로 진입하는 공간에 배치한 경사로는 좌측면

바닥을 오프닝하여 공중에 떠있는 경사로형 다리처럼 횡단하면

서 정적인 시공간적인 체험을 유발하게 디자인하였다. 또한 오프

닝한 1층과 지하층에서 상하 공간의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동시

(4) 안토니오 치테리오, 패트리샤 비엘&파트너스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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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브제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투명성을

이용한 시각적

확장

외부 유리창을 통한 시각적 확장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도시의

풍경에 대한 새로운 감상적인 체험을 유발하는 동시에 채광과

조망을 포함한 사용자에게 이상적인 업무공간을 제공하였다. 대

표실은 유리창을 통한 시각적 확장으로 차양과 도시가 어우러진

테라스의 풍경을 새롭게 감상하면서, 자연채광에 의한 부드럽고

안정된 공간의 분위기로 향상되었다.

선형적 표현에

의한 대비와

강조

경사로 난간의 선형적 표현에 의한 간결함으로 정제된 형태미를

표현하였다. 경사로 천장에 반복되는 선형 조명의 반복에 의한

강조로 인하여 암시적인 방향성을 형성하면서 공간의 축으로 작

용하고 있다.

계단 등

구조의 노출을

이용한 구축적

표현

흰색의 공간에 흰색 디딤판, 선형 난간으로 구성한 계단실은 개

구부 정도의 오프닝에 의한 소극적인 노출을 통하여 구축적인

구조미를 표현하면서 간결하고 절제된 형태미를 보여준다.

재료의 즉물적

표현

진입 공간에서 경사로의 노출 콘크리트와 좌우 벽의 흰색 마감

은 재료의 즉물성을 살린 표현으로 간결하고 미니멀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가구의 공간

요소화

단순하고 간결한 분위기의 대표실은 책 선반, 가운데 회의테이블

과 테라스를 배경으로 창가에 배치한 휴게의자는 공간과 상호작

용으로 공간에 기능을 부여하면서 집과 같은 편안함을 가진 업

무 공간의 분위기로 향상시키는 가구의 공간 요소화를 보여준다.

사례분석 5

작품년도 2008 위치 밀라노

구성 리셉션, 아트리움, 강당, 쇼룸, 업무공간, 중정

작품개요

밀라노에 위치한 Studio Beretta와 협업으로 진행한 이탈리아 남성 패션 브랜드

인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본사 프로젝트이다. 본사는 기존의 2개 층의 지하 주

차장과 넓고 긴 형태의 중정을 가진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이다. 건축물은 주

위의 산업적 풍경의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톱날 지붕 형태를 차용하였으나 새

로운 공간 구조로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공간으로 디자인하였다. 파사드와 연

결된 쇼룸, 로비를 지나 내부로 길게 횡단하는 아트리움을 조성하면서 공중 계

단과 통로를 통하여 각 층 업무공간으로 연결한다. 1층은 접객과 각종 문화,

행사를 위한 로비, PR, PT, 강당, 쇼룸, 보조공간으로 구성하고, 중심적인 공간

인 업무공간와 쇼룸은 코트의 테라스 주변에 배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단순하고 절제된 기하학적 형태의 건축물은 알루미늄 패널과 유리창인

커튼월로 표현, 산업의 이미지를 함축시킨 디자인으로 완성하였다.

도면, 외관 이미지, 공간 이미지

실내공간 특성

경사로와

다리에 의한

공간 체험의

유발

투명성을

이용한

시각적 확장

선형적

표현에 의한

대비와 강조

계단 등

구조의 노출을

이용한 구축적

표현

재료의 즉물

적 표현

가구의 공

간 요소화

● ● ● ● ● ◑

특성 내용

경사로와 다

리에 의한 공

간 체험의 유

발

아트리움 양쪽의 업무 공간을 연결하는 긴 경사로형 다리를 사

선으로 배치, 시공간적인 시퀀스를 유발하는 장치로 디자인하였

으며, 바로 옆에 배치한 또 다른 벽에 부착된 경사로형 다리를

통해 시공간적인 체험을 더 강하게 유발하게 한다. 보이드된 공

간에서 공간적인 상호 작용을 하게 하면서 동시에 오브제같은

장치로 기능하게 하였다.

투명성을 코트-테라스와 연결된 벽면의 커튼월을 통하여 코트-테라스를

(5) 에르메네질도 제냐 본사

이용한 시각적

확장

전망하면서 동시에 건너편 업무 환경까지 연속된 시각적 확장을

하고 있다. 코트- 테라스를 중심으로 개방된 업무 공간은 새로

운 시각적인 체험과 건너편 업무 공간과 상호작용으로 소통을

유발시킨다.

선형적 표현에

의한 대비와

강조

코트-테라스 커튼월의 수직·수평의 반복된 선형 프레임은 대비

와 강조에 의한 공간에서의 긴장감을 유발하면서 엄격한 비례미

와 균형미를 표현하고 있다.

계단 등

구조의 노출을

이용한 구축적

표현

아트리움의 중앙에 짙은 벽체를 따라 위치한 넓고 큰 계단은 재

료의 물성과 함께 구축적인 구조미를 보여주면서 공간의 전체적

인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 그리고 아트리움의 좌측 벽에 걸린

통로 구조는 재료의 물성과 함께 구축적인 구조미를 보여주면

서, 기하학적 볼륨의 캐노피처럼 형태미를 표현하고 있다.

재료의 즉물적

표현

아트리움의 좌측벽에 걸린 통로의 프로스트 유리와 조명의 즉물

적 표현으로 하이테크한 세련미를 표현, 동시에 주변의 짙은 목

재 벽면이라는 재료의 즉물적인 대비에 의한 강조로 현대적인

세련된 공간으로 연출하고 있다.

가구의 공간

요소화

로비에 배치된 소파는 공간과 상호작용에 의한 휴게 공간의 기

능을 부여하면서, 오브제로서의 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향상

시키는 가구의 공간 요소화를 보여준다.

4.3. 사례분석 종합

미니멀리즘적 표현특성
사례분석

1
사례분석

2
사례분석

3
사례분석

4
사례분석

5

경사로와 다리에 의한
공간 체험의 유발

● ● ◑ ◑ ●

투명성을 이용한 시각적
확장

○ ◑ ● ◑ ●

선형적 표현에 의한
대비와 강조

● ● ● ● ●

계단 등 구조의 노출을
이용한 구축적 표현

● ● ● ◑ ●

재료의 즉물적 표현 ● ● ● ● ●

가구의 공간 요소화 ◑ ● ● ◑ ◑

<표 8> 사례분석 종합 표

사례분석 결과 <표 8>와 같이 경사로와 다리에 의한

공간 체험의 유발은 대상 작품 중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부 작품에서는 부분적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투명성을 이용한 시각적 확장은 대상 작품에

서는 1/2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상기한 두 특성은 미

니멀한 공간에서 느껴질 수 있는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치테리오가 추구하는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선

형적 표현에 의한 대비와 강조, 재료의 즉물적 표현은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계단 등 구조의 노출을

이용한 구축적 표현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

다. 가구의 공간 요소화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공간과 상호작용에 의한 전체적인 균형을 조정하

는 장치로 활용하는 표현이다.

5. 결론

그의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미니멀리즘적 표현특성을

분석,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미니멀한 공간에서의 단조로워질 수 있는

문제점의 극복을 위해서 공간 체험을 유발하는 장치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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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와 다리를 활용한다. 그의 경사로와 다리는 공간

과의 관계적인 연결과 전이, 공간을 횡단하는 시각적 연

속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공간과 상호작용에 의한 시공간

적 변화를 느끼게 하는 공간 체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사례에서 표현하였다.

둘째, 투명성을 이용한 시각적 확장으로 시각적 연속성, 상

호 관입, 중첩, 개방감을 유발, 공간 간의 연계성과 깊이감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공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기적인 관계

를 형성, 감상적인 새로운 의미를 제공한다. 이러한 유리를 이

용한 투명성은 미니멀한 공간에 주요한 표현기법으로 그는 대

부분 벽의 유리창을 이용한 시각적 확장을 표현하는 특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셋째, 실내공간에서 선형적 표현을 통하여 주변 요소와 관

련한 대비에 의해 강조를 하면서 비례미와 균형미를 표현한

다. 그는 반복된 선의 긴장감, 프레임 윤곽의 강조, 수직·수평

의 시각적인 분할에 의한 비례와 균형미를 표현하였으며, 이

특성은 대부분의 사례에 나타났다.

넷째, 계단이나 구조의 노출에 의한 구축적 표현을 한다.

또한 구조의 노출을 통하여 재료의 물성과 함께 기하학적 볼

륨의 오브제처럼 공간을 장식하는 구조미를 보여주는 특성으

로 대부분의 사례에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재료의 즉물성을 살린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가공된 자연재료와 인공재료의 즉물적인 대비 등을 통하여 세

련된 공간을 표현하는 특성으로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그가 디자인한 실내공간에서 가구는 공간 구성 요

소로써 공간을 형성하고 기능을 부여, 인간의 행위를 유발하

는 요소로써 공간과 상호작용하여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의 배치가 중요한 주거 공간과 업

무 공간을 제외한 사례에서는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치테리오가 디자인한 실내공간은 미니멀하지만 경사로와

다리를 통한 공간 체험과 투명성을 통한 시각적 확장, 선형적

표현에 의한 대비와 강조나 계단과 구조의 노출, 재료의 즉물

적 표현을 통하여 단조로워질 수 있는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

였다. 그리고 세계 3대 가구 디자이너답게 가구의 공간 요소

화로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상기한 본 연구의 결과가 국

내 실내디자인을 전개하는데 있어 디자인 방법 설정에 시사점

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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