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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의 윙스 드 주택에 나타난 공간 특성에 한 연구
- 벽난로 공간 구성 리와 유소니안 주택 건축의 공통된 특징을 심으로 -

A Study on Spatial Characteristics of Wingspread House of Frank Lloyd Wright
- Focused on the space composition of fireplace and common features of both Prairie and Usonian periods -

Author 김진호 Kim, Jin-Ho / 정회원, 인천 학교 도시건축학부 조교수, 건축사(AI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space composition of fireplace and common features of both Prairie

and Usonian House found within Wingspread House. This house is the last and largest Prairie house and zoned

house built in a Usonian period. However, this house is not an independent work, but rather Wright’s evolutionary

experiments of fireplace from his early works and his pursuit of Usonian ideal.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Living room has been transformed to allow spatial continuity towards exterior view and access and

between neighboring rooms by removing doors and inglenook. At the Wingspread house Wright has introduced a

freestanding fireplace in a living room with higher and prominent roof structure, therefore the space became a

focal point as well as the central space of the entire house. 2) Wingspread and Coonley house have gallery

space in common, but they have different settings in the living room composition. Also the living room and gallery

space of Wingspread and Usonian houses have prospect and refuge principle by expansion and compression. 3)

Wingspread house is a successful combination of Prairie and Usonian style to meet client’s requirements in

space composition and Wright’s technology and economical experiments. This study is intended to reevaluate the

significance of this house bridging his two great residential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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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의의

미국의 표 인 건축가 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1867-1959, 이하 라이트)는 20세기를

표하는 거장 의 하나로 손꼽히는 건축가이다. 한 라

이트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주택작품을 남긴 것으로 유

명하다. 본 연구는 그의 주택작품 가운데 하나인 윙스

드 주택(공식명칭: Herbert F. Johnson House,

1938-1939. 라이트는 주택의 배치가 마치 새의 날개를

펼친듯하여 Wingspread라고 명명)에 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

었다. 첫 번째로 윙스 드 주택의 주된 특징인 벽난로

와 이를 둘러싼 거실공간의 독창성은 무엇이며 그 근원

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다. 본 연구

는 존슨 왁스 사무동과 연계한 윙스 드 주택의 건축

답사를 통해 시작되었다. 이 주택에서는 벽난로가 거실

의 심에 치한 독립 인 기둥의 형태로 5개의 벽난로

가 네 방향으로 두 개의 층에 걸쳐서 구성이 되어있었

고, 벽난로가 지지하는 지붕의 형태가 심으로 다가갈

수록 상승하되 고측창을 통해 유입되는 자연 으로 인해

채워진 독특한 형식의 실내공간을 엿볼 수 있었다. 따라

서 라이트의 일반 인 주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벽난로

와 이를 에워싸는 공간과는 달리 차별화된 설계 략이

필요로 하 음에 주목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윙스 드 주택을 통해서 리 시기

(1900-1910)와 유소니안 시기(1937-1959)의 특징들을 공

통 으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탐구에서 시작되

었다. 답사 후 문헌 조사를 통해 밝 진 바로는 이 주택

은 시기상으로 라이트의 개인 인 침체기를 벗어나 제2

의 성기를 맞이하게 된 유소니안 시기에 계획되고 지

어진 주택임을 알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시 상

을 변하기 해 이 리 건축양식과는 달리 일반

인들도 보다 경제 이고 실용 인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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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라이트와

윙스 드 주택 모형

공하고자 하는 라이트의 건축 철학에 바탕을 두고 주택

설계가 이루어지던 시기 다. 한 이를 기 으로 70세

의 지 않은 나이에 존슨 왁스 사무동, 낙수장, 뉴욕시

에 치한 구겐하임 미술 등과 같은 건축사에 길

이 남을 거작들을 디자인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1)

반면에 라이트는 그의 자서 에서 윙스 드 주택은

리 양식으로 지어진 가장 큰 규모의 최후의 주택이

자2), 애버리 쿤 이 주택(Avery Coonley House,

Riverside, Illinois 1909)이 지어지고 난 뒤 약 30년 이후

마지막으로 지어진 구역화된 주택(Zoned House)이라는

을 명시하 다.3) 따라서 윙스 드 주택이 리 스

타일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지만, 유소니안 시기에 계획되

고 건설되었기에 두 시기의 공통 을 하나의 주택에서

찾고자 하 다.

연구의 궁극 인 목 은 1930년 후반 윙스 드 주택

이 가지고 있던 벽난로를 심으로 한 공간의 독창성과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기를 잇는 연결고리를 탐구함으로

써, 개인 주택을 으로 설계한 라이트의 건축가로

서의 건축이력4) 가운데 상 으로 주목받지 못한 이

주택이 가진 상을 재조명하는데 있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기본 으로 실제 건축답사와 문헌을 바탕으

로 이루어졌다. 본론은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진다. 2장

에서는 윙스 드 주택의 건축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건축주인 존슨 부부의 요구와 지의 상황 그리고 건축

물의 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벽난로

를 심으로 한 공간에 해서 다루어본다. 우선 벽난로

1) 1991년 아키텍 럴 코드가 발표한 미국건축가 회(AIA)가 선정

한 1891년부터 1991년까지 한 세기동안 25개의 가장 요한 건물

들에 따르면 낙수장, 로비주택, 존슨 왁스 사무동 건물, 유니티 템

, 구겐하임 뮤지엄, 탈리에신 웨스트 총 6개 건물이 포함되어있

다. 로비주택과 유니티 템 을 제외한 건축물들이 라이트의 개인

인 침체기를 딛고 1930년 이후에 세워지게 되었다.

2) Richard Kinch, Wingspread-the Building, The Johnson Foundation,

1981, p.7, 자는 도입부에서 윙스 드 주택이 리 양식으로

지어진 주택 가장 큰 규모이자 마지막 작품(the last and largest

of the prairie houses)임을 명시하고 있다.

3) Frank Lloyd Wright, edited by Bruce Brooks Pfeiffer, The

Essential Frank Lloyd Wright, Princeton, 2008, p.12

“Wingspread,” the Herbert Johnson house, now being built, is

another experiment in the articulation which began with the

Coonley House at Riverside, built 1909, wherein Living Room,

Dining Room, Kitchen, Family sleeping rooms, Guest rooms

were each separate units grouped together and connected by

corridor. 라이트는 윙스 드를 기 으로 30년 이 에 지어진 애

버리 쿤 이 주택과 윙스 드 주택과의 연계성을 언 하고 있다.

4) 라이트는 일생 동안 929개의 작품을 설계했고, 그 에서 주택은

653 , 주택이 아닌 작품은 276 으로 주택작품이 그의 체 건물

디자인 70% 가량의 비 을 차지한다. Eugene R, Streich, “An

Original-Owner Interview Survey of Frank Lloyd Wright’s

Residential Architecture”, Writings on Wright (MIT Press, 1981),

p.36

의 의미와 벽난로와 평면구성의 계를 알아보고 이를

심으로 한 공간을 시기별로 라이트의 다른 주택들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윙스 드 주택이 갖는 독창성을 탐

구하 다. 4장에서는 윙스 드 주택에서 발견할 수 있

는 구역화된 주택의 특징을 1909년에 지어진 애버리 쿤

이 주택과 비교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리 양식의 윙스 드 주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소

니안 주택의 특질들을 살펴 으로써 라이트가 이 시기

의 리 주택 양식과 윙스 드 주택이 설계되고 지

어졌던 1930년 후반에 용시킨 유소니안 양식을 어떻게

충시켰는지 검증하 다.

2. 윙스 드 주택의 건축 구성

2.1. 주택의 개요

1936년 건축주인 허버트 존

슨은 라이트가 설계한 존슨

왁스 사무동 시공과정에 만족

해하면서, 라이트에게 다른

로젝트, 즉 자신의 가족을

한 주택설계를 의뢰하게 된

다. 허버트 존슨은 시카고에

치한 드 이크 호텔 로비

정 앙에 치해 있던 독립형 난로를 보고 자신이 원하

는 주택의 개략 인 스 치하 고, 네 방향으로 뻗은 십

자가 형태와 교차하는 지 에 난로를 둔 스 치를 건축

가 라이트에게 건네주었다. 라이트는 거실 가운데 벽난

로를 배치하 고 신 십자가 평면 형태를 핀

(Pin-wheel) 형태로 바꾸어 디자인하기 시작하 다.5) 비

록 라이트는 집 으로 유소니안 주택을 디자인하던 시

기이었으나, 존슨 부부가 요구한 로그램의 특성상

리 스타일로 라이트의 주택들 에서 가장 큰 규모인

1,300제곱미터로 설계하 다. 한 이 로젝트는 리

스타일의 주택으로서 가장 마지막 작품이 되기도 하

다. 1938-39년에 완공된 이후 존슨 가족의 주택으로 사

용되었다가 1961년에 이르러 존슨가문에서 윙스 래드

주택을 존슨 재단에 기증을 하여 존슨 재단 컨퍼런스 센

터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1990년에 미국 정부의 국가유

(National Historic Landmark)으로 등재되었고, 1994년

에는 거실에 치한 벽난로가 받치고 있는 지붕에 한

인 수리를 통해 재에 이르게 되었다.6)

5) 건축주의 스 치는 라이트의 벽난로를 심으로 개되는 라이트

의 이 주택 구성 원리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서 라이트는

그의 스 치를 보고 만족했다는 기록이 있다. Jonathan Lipman,

Frank Lloyd Wright and the Johnson Wax Building, Rizzoli,

1986, p.175

6) B.J. Novitski, Restoring Wright’s Wingspread, Archite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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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좁고 층높이가 낮은 입구

홀(Entry)을 지나고 나서

방문자가 거실로 들어설

때 보게 되는 실내 공간.

독립 인 형태의 벽난로

가 최고 10m(30ft)높이로

서 3겹의 고측창으로 이

루어진 지붕을 받치고 있

는 거실공간이 나타난다.

윙스 드 주택은 존슨 왁스 사무동으로부터 북쪽으

로 략 10km 떨어진 스콘신주 포인트(Wind Point)

라는 원도시에 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미시간 호

수가 있으며 공공도로로부터 350m의 거리를 두고 남쪽

으로 연결된 사 인 도로를 통하여 주택에 다다르게 된

다. 지의 부분은 평지로 되어있으나, 남서 방향으로

개울을 향해 지형이 완만하게 낮아지는 곳에 치해 있

다. 윙스 드 주택은 거실 북서쪽에 치한 주출입구

를 통해 입구 홀(평면도에서 Entry로 표기)을 거쳐 앙

의 거실(평면도에서 Great Hall로 표기)로 진입이 이루어

진다.

2.2. 주택의 실내 공간

윙스 드 주택의 실내 공간은 크게 심부의 거실과

이를 심으로 갤러리(Gallery)라고 표 되는 통로를 통

해 네 갈래 방향으로 길게 뻗은 구역화된 역(자녀

역, 부부 역, 서비스 역, 손님과 차고 역)으로 이루

어져 있다. 거실의 심에는 5개의 벽난로로 이루어진

장방형의 독립 인 매스(폭20m, 비8m, 높이10m)가 지

붕을 받치고 있다. 천정은 심을 향해 완만하게 높이가

진 으로 높아지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수평으로 연

속된 3겹의 고측창을 통해 자연 이 유입되고 있다. 4개

의 벽난로는 매스의 네 방향으로 치하며, 나머지 제 5

의 벽난로는 부부만을 한 2층의 메자닌(Mezzanine)

벨에 배치되어 있다. 거실에서는 바닥부터 천정까지 높

이의 유리문을 통해 거주자가 남동쪽의 수 장, 남서쪽

의 퍼골라(Pergola), 북동쪽의 옥외테라스, 그리고 북서쪽

의 진입공간으로 각기 다른 외부 공간으로의 진입과 조

망이 가능하고 자연 의 유입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

계되어있다.

반면 통로 공간은 최소한의 높이와 폭을 유지하면서

거실로부터 자녀 역, 부부 역, 손님과 차고 역으로 연

결시켜주고 있다. 특히 부부 역은 거실에서 계단을 통

해 2층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진다. 2층에서는 북쪽으로

난 복도를 통해 부부를 한 각종 실로 궁극 으로는 캔

틸 버 형식으로 이루어진 옥외테라스로, 남쪽으로는 메

자닌으로 이어진다. 메자닌의 서쪽으로는 1층의 거실로

내다볼 수 있으며, 동쪽으로는 옥외테라스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통로 공간은 거실 공간과는 달리 높

이에 치한 고측창을 통해서 제한 으로 자연 이 유입

되고 시야가 열려있어서 상 으로 폐쇄 인 공간을 보

여 다. 이러한 거실과 통로의 도의 변화를 통한 디자

인은 각 실에서부터 통로를 통해 거실로 들어서면서 공

간이 팽창되는 극 인 효과를 배가시키는 장치가 된다.

이러한 공간의 팽창효과는 외부에서부터 거실로의 진입

Record, McGraw-Hill Companies, March 1997, pp.80-83

에서도 발견된다. 외부와 거실사이에는 이공간인 입구

홀이 치하는데, 입구 홀의 높이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높이(180cm)에 불과하다. 따라서 방문자는 입구

홀을 지나 거실에 진입하게 될 때 최고 10미터에 달하는

거실 공간을 통해 공간의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그림 2> 윙스 드 주택 평면

3. 벽난로를 심으로 한 공간의 역할

3.1. 주택에서의 벽난로의 역할과 의미

불은 자연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빛과 열의 획득, 음식

의 조리 등의 가장 기본 이고 필수 인 삶을 충족시키

는 요한 요소로서 인류 역사는 불과 함께 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불은 난로의 형태로 발

하게 되어 공간의 심을 형성하게 되며 구성원들 간

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동질성을 부여하는 요한 장소

를 형성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벽난로는 이러한 실용

인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오감을 자극하고 사

고를 확장 하는 심미 인 매력을 가지고 있어 가족의

화목과 평화를 상징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 다. 이

러한 요성을 반 하듯 건축 이론가 고트 리트 젬퍼는

자연으로부터의 인류를 보호하는 것을 건축의 존재근거

로 보고 난로를 벽, 베란다, 지붕과 더불어 건축의 4요소

하나로 포함시켰다. 많은 건축가들이 주거공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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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난로의 요성과 그 역할을 인지하고 주택 설계에 반

하 다. 그 근 미국을 표하는 건축가인 라이트

는 ‘안식처로서의 주거’라는 화두는7) 라이트가 주택 설계

시 주안 을 두었던 건축 설계 철학 하나이었고 인류

의 역사의 발 과 더불어 존재한 불을 담는 벽난로가 라

이트의 주택 구성에서 공간구성의 시작 이 되었다. 라

이트는 주거공간에서 벽난로와 그를 둘러싼 공간을 심

으로 독특한 개성과 공간 특성을 나타내고자 하 다.

3.2. 라이트의 주택에서의 벽난로 심으로 살펴본

유기 인 통합과정

라이트의 기본 인 평면 구성 원리에 해서는 팔라디

오의 9분할 원리, 라이트의 유년시 뢰벨 체계의 교

육, 그리고 미국 고 주의 인 경향을 바탕으로 평면과

형태에 한 연구가 상당부분 축 되어있으며, 벽난로가

주택 평면의 심에 치해 있고 이를 심으로 평면

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에 해서는 체로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라이트의 주택에서 벽난로

의 요성에 비해서 그것이 속한 주택 내부의 공간과 특

성에 한 연구에 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건축이론가 알 산더(Christopher Alexander)의 패턴

랭귀지(Pattern Language)에 따르면 벽난로는 다음 4가

지를 고려하여 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벽

난로는 주택의 공용 공간에 치하여 벽난로 안에 불이

타고 있을 때 거주자들이 함께 모여서 화를 할 수 있

는 곳이 되어야한다. 두 번째는 벽난로는 이웃하는 공간

에서 그리고 지나가면서 거주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치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벽난로 앞에 가족 구성원이

둘러앉을 수 있는 가구가 마련되어야하며 이웃하는 동선

때문에 그 사용이 구애받지 않아야한다. 마지막으로 벽

난로가 벽난로로서 사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쓸모가

없는 공간(Dead space)이 되지 않도록 주 에 시선과

심을 수 있는 외부로 향한 창과 같은 을 돌릴 수

있는 세심한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고 지 하 다. 8)

한 스컬리(Vincent Scully)는 라이트의 주택에서의 공간

의 유동성에 해서 내부에서 외부로의 연장 그리고 주

택 체 인 맥락에서 볼 때의 표 이라고 정의하 다.

그리고 벽난로를 심으로 한 기하학 인 평면 형태와

이러한 유동성(Spatial Continuity)이 기 라이트의 작품

에서는 통합된 형태로의 구성이 미약하게 드러난다고 지

하 다.9) 3장에서는 라이트가 평생을 통해 추구하려고

7) Frank Lloyd Wright, edited by Bruce Brooks Pfeiffer, The

Essential Frank Lloyd Wright, Princeton, 2008, p.327

8) Christopher Alexander, A Patter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p.841-843

9) Vincent Scully, Frank Lloyd Wright, George Braziller, Inc., 1960,

p.15

했던 유기 건축(Organic Architecture)의 특성 하나

인 공간의 유동성과 내부와 외부의 유기 인 통합을 벽

난로를 심으로 한 공간을 시기별로 분석함으로써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최종 으로 윙스 드 주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창 인 형태의 벽난로 구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3.3. 시기별로 살펴본 벽난로 심 공간 분석

라이트 주택에서 시기별로 표 인 작품들을 벽난로

와 그 공간을 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3.2 에서 논의

된 알 산더의 패턴 랭귀지(Pattern Language)와 스컬리

의 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내용

을 심으로 공간의 유동성, 지원성, 상보성을 분석틀로

삼았다. 평면도10)와 사진을 심으로 분석하 다.

특성 벽난로 심 공간의 특성 분석 내용

건축 공간의

특성

유동성

벽난로가 속해 있는 실
주택 체 평면 내에서의

치 기능 분석

주변 실과의 계
이웃한 실과의 계 악

동선, 시각 인 연속성 분석.

지원성11)
벽난로 앞 거주자들의

각종 활동을 한 장치

평면과 사진을 통해 본 거주

자들의 활용도 악

상보성12)
벽난로 이외 이 되

는 상 공간

벽난로가 속해 있는 실에서

외부로 향한 조망, 벽난로

앞 천정 는 지붕과의 상

계 특징 분석

<표 1> 벽난로 심 공간 분석틀

(1) 기 작품 (1887-1899)

라이트는 188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 지만 라이트의

기 작품 분석 상은 라이트가 1893년 아들더와 설리

반(Adler & Louis Sullivan) 설계사무소로부터 독립하고

난 뒤 자신의 이름으로 본격 으로 실무를 시작하던 시

으로 삼는다. 분석 상으로는 오크 크에 치한 라이

트 주택(Frank Lloyd Wright House, 1889), 블러섬 주택

(Blossom House, 1892) 그리고 슬로 주택(William H.

Winslow House, 1893)를 들 수 있다.

①라이트 주택(Frank Lloyd Wright House)는 벽난로

10) 평면분석에서의 사용된 범례는 다음과 같다. D(Dining,식사공간),

E(Entry,입구), L(Living Room,거실), S(Study,서재), K(Kitchen,

부엌), R(Reception,리셉션), P(Porch,포치), G(Garden, 가든),

B(Balcony, 발코니), 잉 은 평면에서 화살표로, 벽난로는 선

원으로, 거실 공간은 빨간색 dot으로, 갤러리 공간은 란색 dot으

로 표시.

11) 지원성(支湲性, affordance). 행 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의 물리

성질. 미국의 생태심리학자 제임스 깁슨에 의해 제안. 본 논문에서

는 벽난로 앞에서 거주자의 다양한 행동과 활동을 유도하는 각종

붙박이 가구 의자와 같은 장치를 가리킨다.

12) 상보성(相補性, complementarity). 미시 세계의 상을 기술하는

데 동과 입자 같은 서로 반 되는 개념의 짝을 함께 사용한다는

원리. 덴마크의 물리학자 보어가 주장하 다. 여기에서 상보성이란

상호보완 계에 있는 두 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간의

이 되는 벽난로와 벽난로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를 체할 수

있는 상 공간과의 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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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라이트 주택 벽난로

경

<그림 7> 블러섬 주택

벽난로 경

<그림 8> 슬로 주택 1층 평면

<그림 10> 슬로 주택,

식사공간에서의 벽난로 경

<그림 9> 슬로 주택 잉

공간에서 천정 부분 으로 열린 벽을 통해 인 한 식

사공간과 부엌사이의 통로 공간과 제한 으로 연결되어

열과 시각 인 흐름이 이어진다. 한 입구에서 각선

방향으로 거실을 거쳐서 식사 공간으로 이어지는 연속

인 공간의 시 스를 통해 벽난로 공간이 노출이 됨으로

써 유동 인 공간이 이루어진다. 잉 13)과 거실 사이

커튼을 통해 제한된 공간에서의 벽난로 체험 거실의

확장이라는 건축가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14)

②블러섬 주택(Blossom House)에서는 벽난로가 거실

에 인 한 잉 과 2층으로 향하는 계단에 인 하고 식

사공간과 부엌 사이에 벽난로 공간이 치한다는 에서

라이트의 주택 앤 스튜디오 평면과 유사성을 보인다. 그

러나 커튼으로 거실과 공간의 분리를 시도하지 않았고

신 연속되는 수평부재를 사용하여 거실과의 연속성을

추구하고, 입구에서부터 서재와 리셉션 사이의 홀과 거

실을 지나는 동안 하나의 축을 형성하여 벽난로 공간이

하나의 강한 이 되었다. 한 벽난로가 속한 거실에

서 외부로의 조망이 가능하고 포치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는 에서 상보성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③ 슬로 주택(Winslow House)에서의 벽난로는 하나

의 벽난로를 통해 두 개의 서로 다른 공간을 유하고

13) 잉 (Inglenook) 노변. 형 개발 벽난로의 한쪽 모서리나 후미

진 곳. 보통 좌석으로 제공되며 난로가(chimney corner)라고도 함.

Francis D.K. Ching, 건축디자인 시각사 . p.78

14) 이 후 라이트가 놀이방 스튜디오를 증축하 지만 1889년 최

로 집을 설계한 평면을 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있다. 하나는 입구를 지나 정면으로 처음 마주하는 공간

에 아치모양의 열주와 양쪽 문이 일체화된 잉 녹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택의 입구와 마주하고 있고 거실과 서

재 사이 이동할 때에 잉 을 지나가게 되어있다. 반면

후면에 치한 벽난로는 식사 공간을 해 사용되고 있

다. 여기에서 식사공간에서의 벽난로는 비교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져있고 반 편에 치한 반원형 평면 형태

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외부로 열린 창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다. 한 반외부공간인 포치로

창이 열려있고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 다. 아치를 통해

일체화된 요소를 도입하여 공간의 심을 차지하고자 하

던 면에 치한 잉 심의 벽난로 공간과는 달

리 후면의 벽난로 공간은 식사공간에서 일시 으로 공간

의 심을 이루고 식사 이후에 외부로 열린 시야와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공간의 심을 내

어 상보성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블러섬 주택의

식사 공간의 평면과 달리 벽난로가 존재하며 외부로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에서 보다 유동 이며 상보 인 공

간을 발견할 수가 있다.

(2) 리 스타일 시기 (1900-1910)

라이트의 리 스타일의 주택은 1900년과 1901년 출

된 이디즈 홈 (Ladies Home Journal)을 통해서

‘A Home in a Prairie Town’과 ‘A Small House with

Lots of Room in it’이라는 두 개의 로토타입(Prototype)

주택을 선보임으로써 일련의 리 스타일의 주택들을

발표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라이트는 평면상으로 십자가

형태와 ‘T’자 형태로 이루어진 평면을 바탕으로 이후 10

년 동안 이들의 변형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주택을 설계

하게 된다.15) 분석 상으로는 리 주택의 시작을 보

<그림 4> 라이트 주택 1층

평면

<그림 6> 블러섬 주택

1층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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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허틀리

주택 벽난로 경

여주는 리츠 주택(Ward Willitts House, 1901), 허틀리

주택(Heurtley House, 1902), 리 양식의 정 을 보여

주는 로비 주택(Robie House, 1908)을 심으로 이루어

진다.16)

④ 리츠 주택(Ward Willitts House)는 이디즈 홈

(Ladies Home Journal)의 ‘A Small House with

Lots of Room in it’의 평면에 나타난 벽난로의 배치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보여주며 확장된 형태를 제시하 다.

리츠 주택으로 시작되는 리 스타일의 주택에서는

이 의 기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벽으로 둘러싸인 반

독립 인 공간이 아니라 벽난로가 속한 실과의 유기 인

결합을 보여 다. 벽난로를 심으로 양쪽으로 칭으로

이루어진 잉 신에 한쪽으로만 이루어진 반잉

(Half-Inglenook)이 스크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각 입

구와 거실 사이 그리고 식사공간과 거실 사이에 치해

있다. 거실과 식사공간과는 문이 존재하지 않고 자연스

런 공간의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하 으며 거실과 식사공

간의 내부에서 반외부, 외부로의 이어지는 공간상의

계를 보여 다. 한 거실 평면을 통해서도 벽난로를

심으로 창의 형태가 칭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리츠 주택 1층 평면. 화살표는

Half-Inglenook을 가리킨다.

⑤허틀리 주택(Heurtley House)에서는 거실의 치에

해서 이 주택과는 다른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주된

생활공간인 거실을 2층으로 치시켜서 지붕 공간을

활용하여 천정의 높이에 변화를 주었다. 이 까지는 거실

공간이 1층에 치하여 거실의 높이에 변화를 수 없

었는데, 허틀리 주택에서 천정의 형태는 집 체를 덮고

있는 지붕의 형태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지붕 여분

의 공간을 활용하여 거실에 개성을 부여하기 한 라이

트의 의도 인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거실의 평면을 보면

좌우 칭을 보이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거실의 좌로는 식사공간과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실이,

거실의 우로는 반외부 공간인 포치가 치하고 있다.

15) Paul Laseau and James Tice, Frank Lloyd Wright Between

Principle and Form, Van Nostrand Reinhold, 1992, p.58

16) 라이트는 서부뿐만 아니라 미국에 걸쳐서 다양한 기후 에

치한 주택을 설계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 서부에 치한

주택에 한정한다.

<그림 12> 허틀리 주택 2층 평면

⑥로비 주택(Robie House)에서도 허틀리 주택에서 발

견할 수 있는 식사 공간, 거실, 반외부 공간인 포치로 이

어지는 공간의 계를 보여 다. 차이 은 식사 공간과

거실사이에 벽난로가 치하고 있어서 로 비어진 공간

을 통해서 연속 인 공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로비

주택의 거실 평면을 심으로 보면 칭을 보여주고 있

으며, 거실과 계단 사이에 반잉 (Half-Inglenook)이

치하고 있어서17) 스크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4> 로비 주택 2층 평면

(3) 유소니안 시기 (1937-1959)

공황에 따른 경기 침체 이후 라이트는 산층 가족

을 한 보다 실용 인 주택의 필요성에 해서 고민하

기 시작했다. 1930년 이후 부분의 라이트의 고객들

은 산층의 문직 종사자들이 주를 이루었고, 이를 반

하듯 과거 리 스타일과는 달리 보다 실용 이고

경제 인 주택을 개발에 매진하게 된다. 길게 이어진 형

태와 지와 일체화된 계는 기존의 리 양식의 특

징을 이어받고 있지만 평면상의 다양한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변화된 사회상을 반 하여 하인을 한 실을

생략하고 부엌과 식사공간이 엄격하게 구분되기 보다는

보다 일체화되어 주부가 집안에 일어나는 일을 장하기

에 편리한 공간으로 변모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 하여 기존의 십자 형태에서 벗어나

L자와 일자 형태의 평면이 주로 나타나게 되었다. 거실

과 침실로부터 조망이 가능한 내부 뜰을 마련함으로써

그 방향으로 시야가 열리도록 하 고, 거실에서 각 침실

로 향하는 복도 공간에는 창문을 내기보다는 고측창을

통해서 외부로 향한 시선을 제한하 다. 거실 공간에서

17) 후일에 Half-Inglenook이 사라지고 라이트의 의자로 체되었다.

고정된 가구보다 유동 인 공간을 표 하기 한 의도로 풀이된

다. 그림 15와 평면에 나타난 화살표가 가리키는 Half-inglenook

참조.

<그림 15> 로비

주택 벽난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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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허버트 제이콥스

주택 벽난로. 좌로는 고측창,

우로는 외부로 향하는 치

도어를 볼 수 있다.

<그림 19> 로이드

루이스 주택 벽난로

<그림 21> 게츠- 클러

주택 벽난로 경

<그림 16> 허버트 제이콥스

주택 평면

도 평면상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유소니안 시기에서

도 거실에서 공간의 을 형성하 던 벽난로가 치하

고 여 히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리 형식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정 인 공간을 형성하 던 칭 인

형태에서 벗어나 부엌과 식사공간과 통합되었고 내부 뜰

로의 시선과 이동이 가능한 역동 인 공간으로의 변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 구성 방식은 제이 애 턴

(Jay Appleton)에 따른 조망(Prospect)과 도피(Refuge)

공간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제한 인 시야를 제공

하는 고측창과 내부 뜰로 향한 시야의 확보는 교외 주거

지로서의 이상 인 형태를 보여 다. 분석 상으로는 최

의 유소니언 주택이자 표작인 제이콥스 주택

(Herbert Jacobs House, 1936), 로이드 루이스 주택

(Lloyd Lewis House, 1902), 게츠- 클러 주택 (Alma

Goetsch and Katherine Winckler House, 1939)를 심으

로 이루어진다. 18)

⑦제이콥스 주택(Herbert Jacobs House)의 벽난로가

치한 거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거리와 마주한 벽은

고측창(Clerestory)으로만 이루어지고, 신 바닥부터 천

정까지의 높이를 가진 치 도어를 안쪽 정원으로 향

하게 하여 노라마 형태의 연속 인 시야를 제공하

다. 벽난로가 거실의 심에 치하지만 평면상 리

시기의 엄격한 칭의 배치를 찾아볼 수 없다. 평면상에

서도 L자의 한쪽 끝에는 침실을 다른 쪽 끝에는 거실을

놓고, 그 둘이 만나는 지 에 부엌을 치시켜서 주부가

집의 모든 것을 장할 수 있게 하 다.

⑧로이드 루이스 주택(Lloyd Lewis House)에서는 주

된 거실공간이 2층에 올려져있으며 2층 바닥에서부터 계

단 2개 높이에 치해있다. 침실은 우측에 난 계단을 통

해 반층(Half-story)으로 내려가서 갤러리를 통해서 각

침실로 진입이 가능하다. 발코니에서 바라볼 때 벽난로

는 칭으로 치해있지만 내부 공간에서 보게 되면 이

18) 유소니안 주택에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모듈 이외에도 삼각형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주택들이 다수 존재한다. 다만 본 논문에

서는 윙스 드 주택에 분석의 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분석의

상을 사각형 모듈의 주택으로 한정하게 되었다.

에 볼 수 있었던 엄격한 칭은 찾아볼 수 없다. 한

벽난로가 평면 체에서 볼 때 주택의 앙이 아닌 건물

의 외벽에 치하여 이 라이트의 주택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벽난로의 치의 변화를 알 수 있다.

⑨게츠- 클러 주택(Alma Goetsch and Katherine

Winckler House)에서는 벽난로, 식사공간, 거실, 부엌의

공간이 보다 실용 으로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식사공간을 한 방은 생략되고 신

거실과 부엌 사이공간에 가구를 통해 공간을 마련하고

있을 뿐이다. 벽난로는 여 히 거실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치는 칭에서 벗어나 있으며, 평면

체를 통해 볼 때에도 주택의 앙이 아닌 보다 실용

인 배치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0> 게츠- 클러 주택 평면

(4) 시기별 작품과 분석의 종합고찰

기 주택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 인 특징은

통 인 형식의 잉 (Inglenook) 심의 벽난로 공간

이 형성이 되어있다는 이다. 벽난로 앞에 앉을 수 있

는 고정된 가구를 지니고, 독립 인 공간으로 주 동선

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지만, 공용공간인 거실 공간과

의 유기 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벽난로가 쓰이지

않을 경우 고립되고 사용할 수 없는 공간(Dead space)으

로 방치될 수 있는 특징을 보여 다. 단, 슬로 주택은

기 두 작품보다 한층 더 발 인 형태를 보여 다.

식사공간에 속한 벽난로는 반 편에 외부로 향한 반원형

의 창이 노라마 형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어서 벽난로와 식탁에서 이루어

지는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리 시기의 주택에서는 기의 독립된 공간의 잉

(Inglenook)이 아닌 거실의 일부분으로서 반잉

(Half-Inglenook)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허틀리 주

택에서는 처음으로 거실을 2층에 배치함으로써 지붕

공간을 거실의 높은 천장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림 18> 로이드 루이스 주택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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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분석틀 분석내용

기작품

유동성

주택 체에서 벽난로는 심에 치함. 벽난로는 잉 의

형태로 거실의 부속 공간으로 활용됨. 따라서 거실을 통해

서만이 잉 에 근이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짐. 입구에서

부터 벽난로까지 하나의 축을 형성하는 경향을 가짐.

지원성

잉 (Inglenook) 심의 벽난로 공간이 형성. 고정된 형

태의 가구가 마련되어 난로 앞에서 가족 구성원 간에 각

종 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 인 공간이 확보됨.

상보성

벽난로-잉 -거실-반외부공간-외부공간으로 이어짐. 벽

난로가 쓰이지 않을 경우 잉 공간은 데드스페이스로

방치됨. 신 거실에서 반외부 공간인 포치 공간이 마련

되어 시야 진입이 확보됨.

리 시

기 주택

유동성

주택 체와 벽난로가 속한 거실에서 벽난로는 심에

치함. 벽난로 좌우로 창과 문의 형태도 칭 인 형태를

가짐. 이웃하는 실과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짐.

지원성

벽난로 앞 반잉 (Half-Inglenook)과 이동이 가능한 일반

인 가구가 존재. 반잉 은 앉는 공간과 거실로 진입

하기 내부 라이버스를 한 스크린 역할을 함. 독립

인 공간은 사라지고 거실에 편입됨.

상보성
벽난로-거실-반외부공간-외부공간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확장성을 발견할 수 있음.

유소니안

시기 주택

유동성

실용 인 공간의 활용을 해 이웃한 실들과의 통합 내지

는 생략이 되는 형태로 보다 유기 으로 결합된 공간을

추구. 벽난로의 치도 기존의 엄격한 칭으로 이루어진

배치보다는 유동 인 공간의 일부로서 부분 비 칭의

형태로 배치가 이루어짐. 식사공간의 경우 거실 는 부

엌과 통합된 형태 19)로 나타남. 갤러리 공간을 통해 거실

을 비롯한 공용 서비스 공간과 사 인 공간과의 연결

하게 됨.

지원성
이동 가능한 가구를 통해 공간의 활용범 가 넓어짐. 벽

을 따라 붙박이 가구가 마련되기도 함.

상보성

벽난로-거실-외부공간으로 이어지는 공간. 거실이 2층일

경우 반외부 공간이 캔틸 버 형식으로 존재. 거실을 심

으로 한쪽으로는 외부 정원으로 향하고, 반 쪽으로는 고

측창이 있어 시야가 자연스럽게 외부 정원으로 향하게 됨.

<표 2> 시기별 작품과 분석내용

유소니안 시기의 주택에서는 이 의 잉 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거실과 벽난로 간에 엄격한 칭 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신 갤러리 공간을 통해 거실을 비롯

한 공용 서비스 공간과 사 인 공간과의 연결하게 되

었다. 보다 자세한 분석내용은 <표 2>을 통해 정리해보

았다. 유소니안 시기에 새로이 발견할 수 있는 기술 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5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4. 윙스 드 주택의 벽난로 심 공간의 특징

윙스 드 주택에서 거실과 독립 인 벽난로는 실내

공간의 정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다. 거실에서 각기 다

른 외부 공간으로의 조망과 진입이 가능하고 이는 벽돌

피어(Pier) 사이에 치한 바닥부터 천정까지 이르는 5미

터 높이의 치도어(French Door)를 통해 실 된다.

한 벽돌 피어는 지붕 임을 지지하는 구조체의 역

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거실에서 올려다본 고측창은 지

붕의 일부분이면서 벽난로를 향해 순차 으로 높이가 상

승한다. 지붕 상세 사진을 보게 되면 자연 을 유입하고

야간 조명을 한 설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

의 장치는 벽난로의 활용이 일시 으로 부재하더라도 거

실이 빛으로 풍부해지며 외부로의 조망(Prospect)이 이

19) 라이트는 이를 workspace라고 표 하 다.

루어지는 상보성의 원리가 충족된다.

윙스 드 주택의 벽난로는 체 주택 평면과 거실에

서도 독립 인 형태로 정 앙에 치한다. 체 인 배

치가 벽난로를 심으로 방사형으로 이루어지고, 거실에

서 갤러리를 통해 각 역별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

때 갤러리 공간은 최소한의 폭과 높이로 한정되고 외부

와의 시선이 제한되어 도피(Refuge)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응축된 공간에서 거실로의 공간의 팽창

확장을 경험하고 각 실에서는 외부로 향한 각기 다른 조

망(Prospect)의 공간이 형성된다.

<그림 22> 윙스 드 주택 평면 다이어그램. 거실과

갤러리, 외부공간과의 계를 보여 다.

이러한 공간 구성 방식은 유소니안 주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반 인 평면 구성상의 원리와 흡사하다. 내부

정원을 감싸는 형태로 조망(Prospect)이 가능한 거실과

거실로부터 각 실과 연결하는 갤러리의 형태가 윙스

드 주택에서는 네 개의 윙(Wing)으로 반복되어 나타

<그림 27> 벽난로

원형 계단.
<그림 25> 갤러리와

고측창.

<그림 26> 메자닌

벨 벽난로.

<그림 24> 고측창

디테일.
<그림 23> 거실과 갤러리 공간의

계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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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윙스 드에서는 거실

에서 독립 인 형태의 벽난로 공간이 보다 극 인 효과

를 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벽난로가 거실에서 독립 인 형태로 존재한 형식은 라

이트의 이 주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라이트는

1923년 나코마 클럽하우스(Nakoma Clubhouse) 계획안

을 통해서 정팔각형 평면 정 앙에 벽난로를 정 앙에

배치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20) 비록 당시에는 지어지지

못한 계획안에 그치고 말았으나, 2001년 건축주인 골드

마운트(Gold Mount)사는 라이트 운데이션(Wright

Foundation)으로부터 평면을 구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콘신 주 메디슨에 리조트를 완성하게 된다. 나코마 클

럽하우스과 윙스 드 주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

은 독립 인 형태의 벽난로 자체가 그 공간을 감싸는 지

붕 구조체를 지지하고 있으며, 노출된 구조 부재 사이로

자연 의 유입과 야간의 조명을 통해 장엄하고 화려한

형태의 실내 공간을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이트의 상실의 시기(1911-1935)에는 실제로 지어지

지 못한 로젝트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 기간에 라

이트의 디자인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최신 기술과 새

로운 형태에 한 다양한 실험을 엿볼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라이트의 후기 건축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 성

마가 아 트 타워는 1952년 라이스 타워로, 고든 스트

롱 천체 측소의 나선형 형태는 나 에 구겐하임 미술

의 모티 가 된다. 21) 마찬가지로 라이트가 1923년 나코

마 클럽하우스에서 시도한 독립 인 형태의 벽난로는

1935년의 윙스 드 주택의 벽난로 설계에 향을 주었

다.22)

20) 1901년 라이트는 리버포리스트 골 클럽(River Forest Golf Club)

로젝트를 통해 나코마 클럽하우스과 같은 팔각형 형태의 평면을

추구하 으나 독립 인 벽난로가 아닌 벽난로를 양측 벽으로 배치

한 형식을 취하 다.

21) 천장환, 건축을 바꾼 두 거장, 랭크 로이드 라이트 vs 미스

반 데어 로에, 시공아트, 2013, p.117

22) 라이트의 윙스 드 주택과 당시 계획안 이었던 나코마 클럽하우

스과의 연 성을 건축답사를 통해 윙스 드 주택에서 소개하는

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Wright had designed a teepee-like

room with a massive, central, four-sided fire place in his

scheme for a 1924 Madison, Wisconsin golf clubhouse. He based

Wingspread’s living room on this earlier unbuilt room.

4. 윙스 드 주택의 구역화된(Zoned) 주택

특성 분석

4.1. 리 스타일 시기의 구역화된 주택 개요

라이트는 리 스타일 시기에 성격을 같이하는

로그램을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특징 인 볼륨

(Volume)과 갤러리를 통해 연결하는 형식을 시도하 다.

이를 구역화된 주택(Zoned House)이라고 하며 주된 구

역은 크게 세 가지로 거실과 식사 공간과 같은 공용 공

간, 침실과 같은 사 인 공간, 그리고 서비스 공간과 각

각의 크고 작은 부속실들로 이루어져있다. 쿤 이 주택

에서 이러한 구역화된 주택의 시작을 볼 수 있으며, 이

후 윙스 드 주택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한 공간 구성

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반 인 구역화된 주택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공용

공간에는 거실과 식사공간이외에도 서재, 리셉션, 입구홀

과 같은 부속실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 같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거실이 2층으로 올라갈 경우와 같이 층

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층에서는 자녀를 한 놀

이방과 같은 비슷한 성격의 방으로 배치되기도 한다. 이

와 같은 배치는 허틀리 주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서

비스 공간은 부엌, 팬트리 장실(Pantry Storage), 그리

고 하인들 방으로 이루어진다. 이 공간은 주된 생활공간

과 분리되어 계 으로 덜 요한 요소로 표 되기도

한다. 이러한 실들의 배치는 효율 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특별한 건축 마감이 생략된 경우를 볼 수 있다. 마지

막으로 침실을 포함하는 사 인 역은 개 층에

치해있으며 1층과 가족 용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 으로 거실보다 덜 주목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있

으나 개 칭형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공간 구성 방식은 이후 유소니안 시기에 큰 변

화를 맞이하게 된다. 기존의 거실, 식사공간과 같은 공용

공간과 부엌, 기타 서비스 공간이 벽으로 구획되어진 개

별 인 실 보다는 유동 인 공간(Spatial Continuity)으로

연결되는 형태로 환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4.2. 쿤 이 주택과 윙스 드 주택과의 비교

1909년 라이트는 시카고에서 성공한 사업가 쿤 이 가

족을 하여 리 스타일을 바탕으로 한 구역화된 주

택을 설계하게 된다. 기존의 북쪽의 리 스타일의 주

택에 남쪽으로 확장된 리 주택이 이어진 형태로

체 인 구성을 이룬다. 반시계방향으로 서비스 공간, 공

용 공간, 가족의 침실로 이루어진 사 인 공간, 그리고

손님을 한 공간이 개별 건물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

며 복도 공간인 갤러리가 도입되어 이를 통해 각 구역을

연결하고 있다.

<그림 28> 나코마 클럽하우스 평면도 <그림 29> 나코마

클럽하우스 벽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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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 이 주택에서는 리 시기에 일반 으로 볼 수

있는 거실과 식사공간의 한 쪽 벽면을 활용한 개별 인

벽난로가 존재하며, 허틀리 주택에서처럼 공용공간이 1

층이 아닌 층에 배치되어 지붕 공간을 활용할 을

발견할 수 있다. 쿤 이 주택에서는 북쪽과 남쪽의 두

채의 리 주택이 갤러리를 통해 단순병렬의 형태로

결합된 반면, 윙스 드 주택에서는 거실, 식사 공간과

같은 공용공간과 독립 인 형태의 벽난로가 체 주택의

핵(Core)을 이루고 각 구역별로 방사형으로 이어진 형태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0> 쿤 이 주택 평면도

4.3. 소결

윙스 드 주택의 거실은 체 주택의 심에 치하

며, 열려진 형태의 벽돌 피어를 통해 외부와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한 거실의 정

앙에 독립 으로 치한 벽난로는 강력한 수직 인 요

소이자 공간의 으로서 3층 규모의 높은 천정 공간과

빛으로 어우러진 제공하며 동시에 거실을 덮는 지붕구조

물을 지지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쿤 이 주택에

서는 벽난로-거실( 는 식사 공간)-외부공간으로의 공간

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벽난로를 심으로 칭 인 배치

의 개구부를 보여주는 형 인 리 양식의 공간의

배치를 보여 다. 한 갤러리를 통해 각 역으로 연결

되는 공간 구성상의 측면에서는 윙스 드 주택과 공통

을 보인다. 하지만 윙스 드 주택에서는 체 주택

의 심에 거실이 있고 그 거실의 정 앙에 벽난로가 있

다는 에서 일반 인 리 양식의 거실 형태를 따른

쿤 이 주택과는 큰 차이를 보여 다.

5. 윙스 드 주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소니안 주택의 특징들

윙스 드 주택에서 건축주가 요구하는 실 구성에 있

어서 서비스와 방문자를 한 별도의 공간으로 포함시킨

에서 리 양식으로 설계되었음은 어렵지 않게 악

이 가능하다. 일반 으로 경제 이고 실용 인 주택을

제공하기 하여 공간의 요소들을 생략하고 통폐합을 추

구하 던 유소니안 주택과는 달리 윙스 드 주택은 각

기능별로 분리된 형태의 구역화된 주택으로 라이트의 주

택 에서 가장 큰 면 으로 이루어져 있다.23) 따라서

한편으로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

만, 직 방문을 하고 문헌 조사를 통해 살펴본 바로는

윙스 드 주택에서 리 시기에는 찾아볼 수 없고

유소니안 시기에 사용된 각종 디테일의 양식과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윙스 드 주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을 Carla Lind가 분류해 놓은 리 양식과 유소

니안 양식의 특징 에서 <표 3>을 통해 정리해보았다.

하나의 주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시기의 양식상의 특

징을 크게 신기술의 용 그리고 경제성의 추구라는 측

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윙스 드 주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소니안 시기의

차용된 기술상의 특징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모듈이 새

겨진 큰크리트 슬래 이다. 유소니안 시기에는 직사각형

모듈(0.6x1.2m)과 정사각형 모듈(1.2x1.2m)이 사용되었었

다. 윙스 드 주택에서는 정사각형 모듈 (1.2x1.2m)이

새겨진 콘크리트 슬래 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 내에서

통용되는 일반 인 합 의 크기(4피트x8피트의 반,

0.6x1.2m)를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모듈을 사용함으로써

설계의 시스템화 건설의 단순화를 추구하 다. 두 번

째로는 바닥 난방을 들 수 있다. 윙스 드 주택에서는

유소니안 기 작품인 제이콥스 주택에 이어 한국식 온

돌에 향을 받은 바닥 난방을 용하 다. 24) 모래 충진

재와 난방 이 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든 콘크리

트 매트는 바닥슬래 로서의 기 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난방장치로서 역할을 담당하 다. 이를 통해 유소니안

시 에 도입되었던 각종 재료와 공법이 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윙스 드 주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소니안 시기의

경제성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윙스 드 주택에서는

리 양식에서 볼 수 있었던 다양한 기하학 패턴과

23) 윙스 드 주택은 1,300제곱미터 면 으로서 허버트 제이콥스 주

택(125제곱미터)의 약 10배의 크기에 해당한다.

24) 라이트는 1914년 제국호텔 설계수주를 해 일본 도쿄에 머무르고

있을 때 오쿠라 남작의 택에서 남작의 소개로 ‘한국방’이라고 불

리는 곳에서 최 로 한국의 온돌을 체험하게 된다. 이때 라이트는

온돌에 해 력난방(Gravity heat)이라는 명칭으로 미국 내에서

최 의 유소니안 주택인 제이콥스 주택에서 최 로 시도하게 되고

이후 존슨 사무동 건물에 이어 비로소 윙스 드에도 용하게

된다. 김남응 외 2인, 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온돌체험과 그의 건

축 작품에의 용과정 의미에 한 고찰,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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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로이드 루이스

주택 외

<그림 32> 윙스 드 주택.

주인동 외

<그림 33> 스터지 주택

외 (George Sturges

House)

<그림 34> 제이콥스 주택

외

건축 양식 주요 특징들 윙스 드 주택

리

건축양식 25)

수평선의 강조26)

오 랜 ●

단순화된 공간

휴먼 스 일 ●

통합 인 장식 (장식 주)

기하학 인 평면 ●

벽과 천장의 풍부한 라스 아트

통합 인 요소 ●

지와 일체화된 배치 ●

자연재료 ●

특징 인 벽난로 ●

개별성 (건축주의 선호도에 따라 개성 있는

평면 구성)
●

유소니안

건축양식 27)

수평선의 강조 ●

평지붕과 큰 오버행28)

규격화된 렴한 자연재료 ●

유닛 시스템 벽

통합 인 장식(고측창과 치 문) ●

지와 일체화된 배치 ●

캔틸 버로 조성된 주차 공간

모듈의 사용 ●

세 가지의 특징 인 공간: 거실, 통합된 부엌

과 식사 공간, 침실들

벽난로가 치해 있고 외부로 시야가 열린

거실 공간
●

(부엌, 세탁 공간이 통합된) 작업 공간

(Workspace)의 등장

서비스 코어

모듈이 새겨진 콘크리트 슬래 ●

바닥 난방 (한국식 온돌의 향) ●

● 윙스 드 주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

<표 3> 윙스 드 주택에 사용된 건축양식과 상 계

색으로 이루어진 라스아트 바닥 카펫이 생략이 되

었다. 따라서 윙스 드의 규모에 비해서 체 으로

화려하지 않고 벽난로를 심으로 인상 인 거실 공간의

구 에 비용과 노력의 이 맞추어져있음을 알 수 있

다. 한 캔틸 버구조를 심으로 상 으로 비용이

렴한 사이 러스 나무를 이용한 외장재의 사용이 사

용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29) 통합된 형태의 작업 공간

오버행을 이용한 주차공간을 제외하고는 윙스 드

25) Carla Lind, Frank Lloyd Wright’s Prairie House, p.14

26) 리 건축양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평선의 강조는 기 의

노출, 입면에서의 수평 인 목재의 사용 등 보다 인 으로 표

하여 보다 실용 이고 경제성을 추구한 유소니안 시기보다 더 강

하게 표출되어 있다.

27) Carla Lind, Frank Lloyd Wright’s Usonian House, p.15

28) 유소니안 주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버행(overhang)의 요소는 캔

틸 버 형식으로 아래에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형태이다. 반면에

리 주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버행(overhang)의 요소는 기둥

으로 받쳐진 공간으로 긴 처마를 수반하게 된다.

29) 유소니안 시기 라이트에 의해 개발된 Board and Batten으로 이루

어진 모듈화된 벽 구조체. 캔틸 버 구조체에서는 batten이 사라지

고 board를 겹쳐진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림 31, 32, 33 참조.

주택에서 유소니안 형식의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다.

6. 결론

본 논문은 라이트의 윙스 드 주택에서 벽난로의 독

창성을 표 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유소니안 시기에 지어

진 리 양식의 주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한

질문에 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 시작하 다. 이를 해

라이트의 주택에서 벽난로가 존재하는 실의 공간상의 특

징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윙스 드 주택이 가진 독립

인 형태의 벽난로 공간을 고찰함으로써 윙스 드 주택

이 가진 독창성을 악하 다. 그리고 윙스 드 주택

내에서 유소니안과 리라는 두 가지 다른 양식의 공

통 을 분석하 다. 이에 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트의 벽난로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

구성은 시기별로 다양한 실험을 거치며 이루어지고 있었

다. 벽난로는 부분 거실이나 식사공간과 같은 공용공

간에 치하 는데 라이트의 기 주택에서는 거실의 부

속 공간을 차지하던 잉 의 형태에서 벗어나 외부로의

조망과 극 인 근이 가능한 형태로의 공간 구성이

이루어지고, 한 공간을 한정하는 잉 과 문을 제거

하는 유동 인 공간(Spatial Continuity)을 추구하는 형태

로 변모하 다. 한 1층에 거실을 치하는 패턴에서

벗어나 지붕 천장 공간을 활용하기 해 2층으로 거

실을 배치하거나, 윙스 드 주택에서 볼 수 있듯이 2

층 높이의 거실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극 인 효과를 추

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윙스 드 주택에서는 이

기 작품 시기나 리 시기와는 달리 주택의 심

에 거실을 치하고, 거실의 앙에 독립 인 형태의 벽

난로를 두는 시도를 하 다. 이 벽난로는 지붕을 받치는

구조 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천정공간을 활용한 고측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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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자연 을 도입하고 야간 조명을 할 수 있는

장치로도 용하 다. 이러한 형태의 벽난로는 1924년

나코마 클럽하우스 계획안을 통해 시도되었고 윙스

드 주택을 통해 실 이 되었다.

둘째, 윙스 드 주택과 쿤 이 주택은 공통 으로

구역화된 주택(Zoned house)으로서 갤러리를 통하여 각

역으로 연결되는 공간의 형태를 보여주지만, 벽난로가

치한 거실의 공간 구성에서는 차이 을 보여 다. 윙

스 드 주택의 거실은 체 주택의 심에 치하며,

거실의 앙에 독립 인 벽난로가 치한 반면, 쿤 이

주택에서는 한쪽 벽면에 치한 벽난로-거실(식사 공간)

-외부공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축을 형성하여 공간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한 윙스 드

주택에서는 유소니안 주택의 거실과 갤러리에 용되었

던 조망(Prospect)과 도피(Refuge)의 원리가 용이 되었

다. 공 인 성격의 가로로부터 거주자의 사생활을 보장

하기 하여 갤러리 공간에 최소한의 공간의 치수와 고

측창을 활용한 제한 인 시선처리를 하 고, 신 거실

과 침실과 같은 주된 공간에는 치 도어를 활용하여

외부로의 조망과 근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 다.

셋째, 윙스 드 주택에서는 리 시기와 유소니안

시기를 이어주는 공통 인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건

축주의 특성과 요구를 반 하여 윙스 드 주택에서는

각 실의 공간 구성이 기능에 따라 나눠진 리 스타일

을 따르고 있지만, 디테일과 건축 기술의 용에 있어서

는 유소니안 시기의 것을 용하고 있었다. 보다 경제

이고 용이한 설계와 시공을 해 도입된 모듈이 새겨진

콘크리트 슬래 와 온돌의 향을 받은 바닥 난방을 도

입하 다. 한 리 시기에 창문과 천정에서 볼 수

있었던 라스 아트를 윙스 드 주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신 보다 경제 이고 재료 본래의 특성을 살리

고 마감을 생략한 할 수 있는 목재를 활용한 내/외장재

를 극 으로 사용함을 알게 되었다.

1930년 후반 라이트는 개인 인 침체기를 벗어나 제2

의 황 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 변화의 에서 라이트

의 윙스 드 주택을 통하여 이 과는 다른 실험 인

형태의 벽난로와 거실의 공간 구성을 시도하 고,

리 양식을 바탕으로 동시 유소니안 시기의 철학을 반

한 경제성 새로운 기술의 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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