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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주택작품의 공간구성 기법에 관한 연구
- 프레리(Prairie) 주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ace Composition Method of Housing Works of Frank LLoyd Wright
- Concentrated on Prairie Ho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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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analyze the spatial structure and housing component of the prairie style house
of Frank Lloyd Wright during the Prairie Era which is between 1893-1910.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n spite of European style influences which were fashionable at the time, Wright tried
to attempt altering the space and form of his works (houses) from his unique architectural style. 2) All solid walls
which are usually inside the square prairie and the cross floor plans were removed for interaction between the
outside and inside spaces in a house creating an organic space. So the inside space of the house feels wider
than the original space because of the available natural light. 3) Frank Lloyd Wright's early works were similar to
the homes built at that time. However, as time passed, he remembered and was influenced by the Frobel's
educational system blocks he played with as a child as well as the surrounding Midwestern USA prairies where
he grew up. 4) The early prairie floor plan was square divided into nine equal parts which is classic floor
planning. Wright, however, created his new unique architectural style. His style has developed into the prairie style
and various floor plans. 5) Wright introduced a 3-dimensional architectural form of composition (cantilever, long
eaves, etc.) to express symmetry and horizontal lines of the house. 6) Rather than emphasizing vertical lines in
his works, Wright began emphasizing more horizontal lines like the horizontal lines of the actual prairies. This
meant the surrounding environment of a house is always i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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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문법에 맞추어 문장이 구성될 때 그 문장은 비로소 전

체적인 질서와 형식을 갖는다. 건축 또한 형태와 공간을

구성하는 법칙이 존재하며, 그러한 법칙에 따라 구성되

었을 때 그 건축은 질서를 갖게 된다.1)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이하 라이트)도 1925년에 ‘규모에 관계없이 내가

설계하는 모든 건축물은 유니트 시스템에 의해 구성된

다.’라고 이야기2)했을 정도로 건축적 규범을 적용했다.

그러나 라이트가 프레리 주택을 설계함에 있어 처음부터

뚜렷한 원칙과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건축

주의 요구와 그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자연 경관

과 상호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스타일로 정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후 가장 단

순한 기하학적 요소인 직선과 사선, 원 등에 의해 체계

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평면 형태로 자

유롭게 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1)주었다.2)그리고

이러한 기본 기하학은 형태의 자유로움과 시각적으로 쉽

게 인지될 뿐 아니라 공간의 명확함이 추가되어 전체 공

간의 형태, 통일감, 질서감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러

한 독특한 공간 구성방법을 자신의 건축 공간구성에 기

본 규범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그를 대표하는 유기적

건축(Organic Architecture)공간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이트가 당시에 유행하

고 있었던 고전주의의 훌륭한 건축물의 공간·형태구성

사례들을 자각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라이트만의 건축

스타일이 시작되기 전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제1 전성기

1) 김홍기, 건축 조형 디자인론, 기문당, 2001, p.196
2) William Allin Storrer, The Frank LLoyd Wright Compan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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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프레리 스타일이 정착되기까지의 건축 평면구성 방법

을 재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어떻게 라이트 자신만의

건축 공간구성방법으로 발전시켜 적용하였으며 또한 유기

적인 평면공간으로 표현하려 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70년이 넘는 라이트의 건축 활동 기간

동안 계획된 모든 주택작품들 중 제1 전성기인 프레리 시

대(Prairie, 1893-1910년)3)의 주택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

다. 그 이유로 프레리 시대에는 라이트의 초기 주택 공간

과 디자인 규범에 자신만의 주택 공간 구성방식을 찾아가

는 과정일 뿐 아니라 공간 구성 규범을 정착시켜가는 과

정을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이런 공간 구성방법이 그의 작

품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첫째, 기존의 문헌4)과 연구를

통하여 프레리 주택에 관련된 자료 등을 수집하고 둘째,

평면도의 공간구성을 통하여 라이트에게 있어 영향을 미

친 고전주의 양식과 자신의 주택공간의 중심성과 디자인

규범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셋째 주택의

중심공간과 그 외 내·외부공간과의 상호 작용이 주택 공

간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 F. L. Wright 건축의 디자인개념

2.1. 라이트의 초기 건축과 기본 개념 형성
19C 미국의 건축적 상황은 고전주의적 경향과 건축교

과과정 및 건축가에 대한 기준이 미흡한 상태였으며,

19C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였

다. 즉 파리의 에콜 드 보자르(Ecol des Beaux-Arts) 에

서 교육받은 건축가들이 학교 및 사무소에서 아틀리에

(Atelier) 교육체계를 시도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들의 사

고는 유럽에서 받아들인 고전절충주의에 몰두하고 있었

으며, 근대운동이 시작될 때까지 고전절충주의에 대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5) 라이트 역시 자신의 초기

작품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레리, 유소니안과 같

3) 프레리시대 시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라이트가 시카고에 사
무실을 오픈하고(1893) 처음 의뢰받은 윌리암 헐만 윈슬로 주택이
프레리의 서막을 올리는 주택(1893에 완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인 견해이다. 그래서 이 시점을 프레리 주택의 시작으로 설정하였
고 본격적으로 프레리가 알려지기 시작한 1901년 이전의 작품들은
프레리의 초기작품이라 설정하였다.

4) William Allin Storrer, The Frank LLoyd Wright Compan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에 출판된 책을 주요문헌으로
사용했다. 이 책은 라이트의 초기작품에서 말기작품에 이르기까지
도면과 설명이 기술되어 있어 본 연구의 기준이 되는 평면도로 사
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 Thomas A.
Heinze의 F.L.W Field Guide, 2005과 국내 라이트 관련 연구논문
을 참고하였다.

5) 최홍범, 조창한, Frank Lloyd Wright 주택의 평면구성 변화에 관
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 1987, p.113

은 스타일의 건축이 아닌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일반적

주택양식인 유럽스타일 – 다락방이 있는 높은 지붕, 다락

방 채광을 위하여 지붕 위에 창을 만드는 등 - 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작품들을 많이 볼 있다.6) 하지만 라이트는

시카고학파 중 가장 창조적인 건축가 루이스 설리반의 사

무소에서 약 7년간 근무하면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근대건축사상에 의해 자신의 건축적 사상에 많은 변화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건축적 본질은

유기적 건축이라는 말로 치환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

에 대한 직관으로부터 나온 이 개념은 대지와 건축과의

결합, 자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형상화된 구조와 형태,

내부와 외부공간의 관입, 수직과 수평의 연속과 확장에 의

한 상호관계 그리고 반복 및 대립의 관계로 이어져 각각

의 개체가 하나로 결합되고 일체화 되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의 건축 작품들은 형태와 공간이

기능적으로 표출되기보다는 공간을 유기적으로 표현하려

는 그의 공간 구성방법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자연에서

추출된 형상은 기하학적 구성과 수평선으로 그 자리를 대

신했다. 기하학적 구성은 인간의 지각에 직접적으로 호소

하고, 지면과 평행한 수평면들은 건축을 지면에 속하게 해

준다. “나는 확장된 수평면이야말로 대지와 건물을 일체화

하고 인간생활을 보호해 주고 자유롭게 해 주는 진정한

이 세상의 선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내부에는

공간이 있다.”라고 했다.7) 그는 기하학적 형태와 그 자체

가 상징하는 가치 사이에는 초자연적인 관계, 상징성이 존

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들 역시 이런 기하학 형

태를 통하여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아이디어, 분위기 그리

고 상징성 등을 인지하게 되듯이 예술가들도 기하학적 형

태가 단순히 구조적인 껍질을 표현한 형태가 아닌 우리들

이 구체적으로 볼 수 없는 그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심

미적인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 속에 담아내려

했다. 그래서 라이트 또한 우리가 살게 될 공간에서 구조

체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체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하

학적 형태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어릴

때부터 경험한 프뢰벨 블록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라이트가 생각하고 있는 기하학적 형태의 의미

를 정리해보면 -「원=무한함(the circle=infinity)」,「삼각

형=구조적 통일감(the triangle= structure unity)」,「나선=

열망, 염원 그리고 유기적 진행 또는 전진(the spire(al) =

aspiration, organic progress)」, 「사각형=완전한 상태(the

square=integrity)」의 의미와 같다.8)

6) 1900년 이전의 작품 대부분이 높은 지붕과 지붕창이 있는 당시에
유행했던 유럽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례) Walter M. Gale
House, 1893/ Thomas H. Gale House 1892/ Robert P. paker
1892/ Charles E. Roberts, 1896 (이상 시카고, 오크파크에 위치)

7) 황철호, 건축세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디테일 & 디자인, 2000.
9. pp.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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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Froebel의 블록교육9)과 공간구분 원리
근대 건축의 거장 라이트는 교사였던 어머니의 교육방

식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독일의 프뢰벨(Froebel)

이 고안한 블록 시스템은 라이트의 디자인 감각의 기초

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이트 자신도 그의 작품에 영향을 받았다고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프뢰벨 시스템은 모두 20가지 은물로 이

루어져 있고, 학습은 본질의 형태에 대한 심원한 감각을

훈련하는 건축의 도구로써, 모든 자연의 실질적인 단위

시스템이며, 이는 라이트의 건축적 형태를 발전시킨 원

천이 되었다.10) 그리고 프뢰벨의 빌딩 블록 시스템의 교

육 이론은 “세계를 하나의 유기체로 생각하고 자연세계

에는 통일된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개념을 가르침으

로써 라이트의 디자인 감각의 기초를 다지도록 하였

다.11) 이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3번째 은물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8개의 적목(積木)으로 되어 있고

두 가지의 건축적인 중요한 개념을 가르치고 있다. 첫째

로 8개의 입방체를 쌓아놓고 부분으로 나누고 다시 쌓아

올리는 교육이다. 이것은 전체를 부분으로 분할할 수 있

고, 부분은 전체로 다시 통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것은 라이트가 유기적이라고 정의하는 내용과 거의 일맥

상통한다. 둘째로 8개의 적목으로 빈공간을 중심에 두고

둘러싸는 교육<그림 7>으로 구분된 구성에 가장 중요시

되는 중심 공간 형태를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는 것을 교

육시키고 있다.12) 이런 교육은 그의 다양한 평면 형태에

서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는 중심성 공간이 누구

에게나 자연스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구성방식

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3. 프레리(Prairie) 스타일의 디자인 개념
프레리주택이란 라이트가 시카고 사무실과 오크파크

작업실에서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1893년부터13) 유

럽으로 떠나기 전 1909년 사이에 이루어진 주택 작품들

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가 본격적으로 사무실에서 일하

기 시작한 1887년부터 1894년 윈슬로 주택을 설계하기 전

까지는 당시에 유행했던 퀸 앤 스타일, 슁글 스타일, 콜로

니얼 스타일, 고전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

나 라이트는 자신이 자란 미국 중서부의 대평원(Prairie)

8) William Allin Storrer, op. cit RIVISED EDITION, 2006. p.65
9) 프뢰벨 교육은 1876년 필라델피아 100주년 기념박람회에서 독일의
사상가이자 교육가인 프뢰벨이 미국에 처음 소개되는 계기가 된다.

10) 라윤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주택건축에 나타난 공간 표현특성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2011. p.178

11) 황철호, 월간건축, F.L.W의 디테일 & 디자인, 2000,9, p.156
12) 최홍범, 조창한, op. cit., p.114
13) Ladies Home Journal에 프레리 스타일이라고 발표되지 전까지는

본격적인 프레리 주택을 설계 하였다기보다 당시 미국에서 유행했
던 유럽스타일에서 자신만의 주택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의 자연적 아름다움에서 자신만의 디자인 모티브(수평성)를

찾아냈다. 그가 느끼고 있는 수평성(대평원:Prairie)이란 주

택의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평온함, 포근함을 포함하고 있

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자신만의 디자인 기본 개념으로 승

화시켜 주택 스타일을 디자인하게 된다. 이것이 프레리 스

타일의 기본 디자인 개념이 되었다. 반면에 당시에 미국 전

역에 깊숙이 퍼져있는 고전주의 건축기법인 좌우 대칭구조

이미지(입면의 중앙에 정문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양쪽대칭

에 창문을 위치시키는 등과 같은)는 프레리의 초기 작품이

라 할 수 있는 윈슬로 주택14)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

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프레리 스타일은 형태적으로 수

평성이라는 디자인 개념과 대칭성이라는 건축구성요소로

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내부의 공간적인 측면에서 프레

리 스타일의 주택공간들은 엄격하게 공간을 구분하는 솔리

드한 오브제들을 일제히 제거하고 스크린으로 불리는 일종

의 유리 패널 또는 공간의 구분을 없애는 방식에 의해 주

택 공간은 하나의 유기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프레리 스타일 주택인 로비하우스의 경우 제일

아래층의 주요 공간인 당구장, 플레이-룸이 벽난로로 구분

되어 있고 바로 위층 역시 거실과 식당이 계단과 벽난로로

구분되어 있을 뿐 솔리드한 오브제로 공간을 구분하지 않

고 있다. 또한 전면의 벽은 대부분 유리로 시공되어 실내

공간 뿐 아니라 실외 공간까지 상호 연계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기법으로 자신의 주택작품을 완성시켰다. 이런

형식의 주택을 1901년「Ladies Home Journal」에 ‘A Home

in a Prairie Town’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면서 이후로 이

러한 주택 형식을 프레리주택이라 부르게 되었다.

3. F. L. Wright의 프레리 주택

3.1. 초기 프레리주택의 평면과 공간구성
19C 중반 미국에 유행했던 가장 일반적인 사각형 평

면도15)들은 벽난로를 거실 좌측 벽에 고정시키고, 계단

을 평면 중심에 위치시켜 중앙 계단과 현관으로 인하여

거실과 부엌, 식당 공간이 단절되어 각 공간이 유기적으

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비록 라이트도 초

기 작품에서 기존의 사각 평면도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라이트의 초기 사각 평면도를 기존의 사각형 평

면의 공간구성과 비교하면 계단과 벽난로의 위치가 변경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의 사각평면의 중심에 위

치한 계단이 벽면에 돌출되게 외곽으로 옮겨가고, 반대

로 외벽에 위치한 벽난로라는 건축구성요소는 사각형의

14) 윈슬로 주택은 다시 전통적인 주택양식에서 벗어난 작품으로 프레
리 하우스 시리즈 중 최초로 완성된 걸작이다. 서수경, 프랭크 로
이드 라이트 자연을 품은 공간, 살림, 2004, p.21

15) 모더니즘 건축의 박스형 건축양식은 이전 시대의 신고전주의 건축
에서 나타난 과도한 장식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
에서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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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공간으로 이동시켜 벽난로를 중심으로 전체 동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프레드릭 C. 보

크(Frederick C. Bogk, 1916. WI)주택은 이와 같은 유형

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19C 중반에 미국에서 흔히볼 수 있는 사각평면 (좌측 2개)
라이트의 초기 사각평면도 (우측 2개)16)

이와 같이 초기 프레리 스타일의 평면은 기존의 사각

평면에 4분할 단순 그리드를 기본으로 평면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의 사각 평면

에서 중앙에 위치한 현관과 계단으로 인하여 K.(부엌),

D(식당)와 L(거실) 공간을 명확히 구분시키고 있는 것을

계단을 외벽으로 돌출시키고 중앙의 현관을 돌출된 계단

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각 공간이 상호 연결되는 유기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이런 변화에도 거실, 식당의 면적

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부엌을 더 넓게 느껴지도록 계획

- 벽과 문의 수가 감소하고 창문의 크기가 넓어짐으로써

내부공간은 밝아짐–하고 있다. 좋은 사례로 비록 확장

개념이 추가 되었지만 이와 같은 개념이 정확하게 실현

된 주택으로는 찰스 브라운 주택(Charles A. Brown,

Illinois, 1905, 그림 2.), Robert M. Lamp 주택(위스콘

신, 1903), Burton J. Westcott 주택(오하이오. 1904),

Stephen M. B. Hunt 주택(Illinois, 1907)등이 있다.

<그림 2> Charles A. Brown의 평면도 (1905, Illinois)

여기에는 라이트의 벽에 대한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당시에는 주택 내부 공간을 벽으로 이리저리 분할하는

계획이 필수적이었지만 라이트는 식당과 부엌을 제외하

고는 1층을 하나의 공간으로 선언했다. 이것은 기존의 벽

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대신 스크린(screen)

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벽을 제시하게 된다. 그리고 시카고

에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처음으로 의뢰받은 윈슬로

(William Herman Winslow, 1893)주택은 프레리 시대의

16) 황용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유소니언 주택 평면의 공간 개념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4.4, p.13

서막을 알렸을 뿐 아니라 그 당시로는 실험적이고 탐구

적 작품이며, 라이트 건축시대의 위대한 건축의 시작을

알렸던 작품이다. 그렇지만 입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당

시에 유행한 고전주의 대칭성은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림 3> Winslow House 전경과 평면도 (1894. Illinois)

그리고 이 주택은 외벽 뿐 아니라 평면 형태에서도 우

리가 흔히 프레리 스타일이라고 정의하는 수평선의 강조

와 사방으로 펼쳐지는 십자형 평면도가 아니고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사각형 평면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기 프레리주택의 평면 형태는 당시의 주택 평면

형태인 사각형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관상 지붕면이 당시의 일반적인 주택보다 넓어

지고 당시에 유행한 지붕내의 다락방을 제거함으로써 불

필요한 지붕에 창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지붕의 경사는

완만하게 변하게 된다. 그리고 벽난로를 중심으로 한 평

면구성으로 당시 주택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17)를

만들어냈다. 특히 2층의 벽면을 1층보다 낮게 계획하고

하나의 수평띠를 돌리 듯 1층과 지붕면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수평선을 강조하기 위하여 외벽 밖으로

깊숙이 노출된 지붕처마 둥은 프레리 시대의 시작을 알

리기에 충분하였다. 그래서 이런 주택을 일반적인 프레

리 주택과 구분하여 흔히 프레리 박스(Prairie Box)라고

부르기도 한다. 윈슬로와 유사한 4각형 평면으로 윈슬로

의 초기적 개념을 충분히 반영한 주택은 허틀레이 주택

(Arthur & Grace Heurtley, illinois, 1902)을 들 수 있다.

이 주택의 경우 평면도에서 뚜렷한 9분할의 그리드가 보

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단과 벽난로가 사각형 중심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각형의 좌·우 면에 위치하고 있었

다. 또한 그가 주장한 유기적인 건축공간을 위하여 스크

린과 같은 벽의 역할로 주택의 모든 공간이 외부의 빛,

공기, 아름다움을 유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라기보다 솔리드한 벽으로 인하여 유기적 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윈슬로, 허

틀레이와 같이 초기 프레리 작품에서는 라이트가 유기적

공간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행한

내부공간의 분할 개념으로 사용된 벽에 대한 개념이 완

17) 당시 시카고 건축가였던 다니엘 번함은 윈슬로 주택을 극찬하면서
유럽의 고전건축을 공부할 수 있게 유학을 제안했지만 그에게 고전
주의는 별 흥미를 주지 못했기에 제안을 거절한다. 이 주택으로 라
이트의 창의적인 디자이너로서의 능력을 입증 받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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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제거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입면상

에서는 윈슬로와 달리 2층 벽 전면을 밴드와 같이 유리

창을 수평으로 길게 감싸고 1층(벽돌)과 대조적인 개념

(유리)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뿐 아니라 완전한 수평

적 요소를 강조하고자 윈슬로보다 더 완만한 지붕, 깊은

처마의 사용하였다. 그리고 형태의 대칭성을 위하여 2층

우측 발코니(Loggia) 공간까지 덮은 지붕은 깊은 처마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그림 4> 즉, 라이트는 깊은 처마

를 프레리의 특징인 수평성을 강조하는 자신만의 건축적

구성요소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Arthur & Grace Heurtley House 전경과 평면도 (1894)

<그림 5> Blossom House(1892) & Unity church 의 평면도

그리고 이렇게 초기 사각 평면 형태에서는 주위를 둘

러싸는 모양<그림 7, A>, 사각형을 9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프레리 스타일을 확립하기 전의 작품

인 브로솜 주택(George Blossom House. 1892, 그림 5)에

서 이미 사용되었고, 초기 라이트의 걸작 중 하나인 유

니티 교회(1906)에서는 예배실과 집회실을 입구로 연결

되는 2동의 건물 구성이지만 양자의 내부공간은 중앙부

가 넓은 9분할 패턴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다.18) 이와 같

은 사각형을 9개로 분할하였을 때 생기는 구성원리 –

이 구성 방식은 균제(Symmetry)변환의 가능성도 가장

극대화 될 수 있고, 사각형 내에 내재된 사각형을 다시

같은 구성으로 되풀이 할 수 있을 뿐 아니라<그림 7 B,

C, D>, 부분과 전체의 조합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9

분할 사각형 구성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십자형(평면도 회색부분 그림 3, 5)을 발견할 수 있

다.19) 이와 같은 라이트의 초기 평면 구성 기법은 라이

18) 황용운 외 1인, 건축구성의 수법, 보문당, 2002, p.52
19) 최홍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주택의 평면구성변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1987, p.9

트만의 순수 창작 작품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보

다 근본적인 형태 탐구와 건축적, 예술적 선례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진화되고 잘 알려진 형태 유형으로 자신의

건축 연구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육각형 박스 형태에서 수평선 강

조를 위한 처마깊이 표현 방식은 프레리 주택 뿐 아니라

유소니언 주택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의 최종적인 해결책

인 동시에 디자인 규범으로 나타나게 된다.

3.2. 프레리 주택 평면의 변화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초기 프레리 주택은 사각형에서

시작되었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십자형이 후기 프레리 주

택의 기본 평면으로 변해가는 단서가 될 수 있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각형을 구분할하여 나타나는 십자

형 평면구성 원리를 원형적인 형식으로 사용한 건축가는

팔라디오(Palladio)이다. 이 팔라디오주의(Palladianism) 는

18세기 미국건축에 원류를 형성하고 있는 프랑스 아카데

미즘의 전제로 집요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미국식민지 건

축에 고전적 사고로서 지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십자형

평면유형은 2개의 축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강한 중심성

이 수반될 수 있게 돔에 의한 공간을 구성하는 공간구성

방식과 비교된다. 이는 라이트는 당시 미국건축의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고전주의의 이미지를 통하여 개인주

의적 해석으로 나름대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

다.20) 즉 고전 건축에서 중앙공간에 내접하는 돔은 완벽

한 상징적 공간구성에도 의미가 있지만, 형태적 중심의

역할과 공공성의 구심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라이트 주택에서 이런 공공성과 구심적 역할은 돔 천장

이 아니라 벽난로로 대신하고 있으며, 주택의 공공성과

구심적 공간은 거실이라는 공적 공간을 위치시켜 중심성

공간의 강조를 대신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Sainte-Geneviève(상트 쥬느비에브 성당, 1757, 좌), St.
Peter’s(성 피터 성당, 1546, 중앙), Villa rotunda(빌라 로툰다, 1550, 우)

이런 의미에서 라이트의 평면구성은 당시 미국에서 유

행하고 있었던 19C 고전주의적 영향과 유년시설 교육

받은 프뢰벨 시스템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심성의 강조는 라이트가 어렸을 때 교육받았던

교육, 프뢰벨 3, 4, 5, 6 은물(恩物)에서 보이는 중심성의

20) Ibid.,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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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21) 그리고

1892년 브로솜 주택<그림 5>의 평면 형식을 <그림 1>

에서 소개된 19C 초 미국에서 유행했던 4각형 평면유형

과 비교하면, 브로솜 주택의 경우 벽난로(inglenook)22)는

9분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 않았고 중심 후면에 잉글

룩의 공간에 의해 형성된 벽난로로 위치하고 있으며, 계

단만이 우측으로 옮겨져 배치되고 중심 공간은 거실공간

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윈슬로 주택은 벽난로와 계

단이 모두 중앙으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림

1>의 라이트 초기 프레리 박스 평면과 비교한다면 프레

리 주택의 이론적 배경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형상화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츠(willits, 1901 <그림

10>)주택과 프레리 시대의 마지막 작품23)이면서 최고의

완숙미를 보여준 준 로비(Robie House, Illinois, 1910)하

우스가 계획되기까지 9분할 방식은 다양하게 변화·실험

적이거나 진행 중인 상태이었기에 산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각 평면형에서 십자, 풍차 등

과 같이 다양한 평면으로 변화하는 요인으로는, 당시 유

행했던 사각형 평면형태가 다른 형태에 비해 평면변화

수용에 쉽게 적용된 이유도 있었지만 사각형이라는 경직

된 공간에서 라이트가 구상하고 있는 유기적인 공간 구

성을 표현하기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초기의 프레리 박스에서 평면 형

태의 변화가 시작된다. <그림 6>에서와 같이 프레리 박

스(사각 평면도)에서 한 변 길이가 일정거리 만큼 외곽

으로 확장된다. 부엌(K)공간에서 확장된 부분은 펜트리

와 도움이방 그리고 계단공간에는 3차원적인 확장24)으로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캐리지 포치(porte-cochere)의

캐노피가 첨부되었고 부엌은 공동욕실이 생김으로써 식

당 공간의 감소된 면적을 외부로 확장시키고 기존의 면

적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도 공간의 중심성에

21) 김민정 외 3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건축에 나타난 프뢰벨 시스
템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10. 12 p.50
에 의하면 1은물과 2은물은 구에서 출발해서 원통, 입방체와 같은
객관세계의 물체의 원형을 소개하고, 3, 4, 5, 6은물은 입방체를 분
해해서 여러 가지 입체를 경험하게 하며, 7은물에서는 입체의 면을
떼어 높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평면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면을 분
해해서 갱기는 선을 익히게 한다. 또 8은물에서는 직선을 9은물에
서는 곡선을 알게 하고, 마지막으로 10은물에서는 선을 분석한 형
태의 극한, 즉 점을 입체로 이끌어간다.(은물이란 Gift를 번역한 것
으로, 신(神)으로부터 받은 은사물(恩賜物)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음)

22) 벽난로 주변을 좀 더 아늑한 느낌을 주기 위해 천장을 낮게 만들고
주변의 벽면을 오목하게 삽입시켜 의자를 위치시킨 공간을 의미한다.

23) 1909년 10월 공사 중에 자신의 작품성에 대한 재충전과 작품집 출판
을 위해 유럽으로 떠나고 1910년 작품집(Wasmuth Portfolio)을 발표
하여 유럽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게 된다. 1910년 유럽에서 돌아온
후 유소니언시대가 될 때까지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한다.

24) 대지와 평행하게 이루어지는 면을 3차원의 면(the plane of third
dimens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존의 면적보다 실제로 더 넓은 공
간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3차원 확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캔틸레버, 베란다를 덮은 지붕, 주차 공간 지붕 등과 같이 실제 거
주공간이 아닌 공간을 형성하는 건축구성요소 등을 의미)

는 전혀 변화가 없고 평면의 형태는 풍차형 또는 십자형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사각형, 풍차형 모두 2층

에 사적 공간인 침실이 배치되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

이와 같이 9분할에서 확장의 개념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9분할 중 일부분이 절삭되면서 다양한

평면 형태를 만들어 낸다. 이와 같은 변형된 평면 공간

에도 중심성을 의미하는 공간의 위치는 변화가 없었다.

타입 년도 주택 명 사례 주택

B

Type

1906
A.W.Gridly
House (IL)

1908
J.Kibben Ingalls
House (IL)

C

Type

1908
Coonley House
(IL)

1911
Coach House
(IL)

D

Type

1905
Thomas P.
Hardy House
(WI)

1908
Boynton House
(NY)

1908
G. C. Stockman
House (Iowa)

<그림 7> 프레리 주택의 평면타입의 변형 유형

비록 프레리시대에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프레리 스타

일로 설계된 가장 큰 규모의 주택이고 프레리 스타일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윙스프레드(Wingspread House,

1939)가 대표적인 풍차형(Pin wheel)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윙스프레드의 경우에도 9분할 사각형 그리드 유니

트를 기본으로 라이트의 풍차형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키

고 있다. 그리고 공간의 중심에는 중심성을 강조하기 위

하여 잉글룩(벽난로)을 건축구성요소로 사용하여 거실의

중심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주택의 경우에는 앞에

서 언급되었듯이 프레리시대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유소

니언시대에 계획된 것으로 침실 뿐 아니라 주택의 모든

소요공간들이 1층에 배치되고, 갤러리(복도)를 기준으로

침실을 배치하는 유소니언 평면계획기법을 사용하고 있

다. 그렇지만 중심 공간인 거실을 기준으로 右(우)·下

(하)의 확장된 공간에는 도움이 공간, 손님 공간,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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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 D, 마틴(Darwin D. Martin, NY, 1904, 그림 11)주

택의 2층의 경우에는 T자형 평면 형태를 이루고 있었지

만 1층의 베란다 부분의 지붕을 3차원적으로(우측) 길게

확장하고 반대편의 경우는 T자 아랫부분으로 길게 확장

되어 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자동차 포치부분을 3

차원적으로 확장하여 수평성을 더욱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라이트는 외부에 직접 담장으로

길게 처리하여 수평성을 강조하기보다 3차원적 기법(아

랫부분이 비어 있는 지붕, 캔틸레버, 심지어 깊은 처마

등)이 더욱 더 심미감을 준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Darwin D. Martin House의 평면계획 (1904, New York)

이와 같이 수평성이 강조되는 이유로 건축이 자연과 만

나는 부위에서 벽면이 지면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기법

으로 건축은 “자연에의 장식(nature as ornament)으로 제

시되고, 자연이 돋보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

만, 여기에는 ‘넓은 보호지붕 덮게(board protecting roof

shelter-3차원적 확장)’를 이용하여 주택에 대칭성을 맞추

기 위한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대칭성을 인지할 수 있는 중심축은 굴뚝이라는 수직적 요

소로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차원적 확장

이란 개념은 단순히 대칭성과 자연과의 수평적 교류라는

형태적인 요소 외에도 건축의 내부와 외부 공간을 완충시

켜주는 완충공간인 동시에 유기적 공간의 시작을 알리는

라이트만의 건축공간의 특징이라 판단된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라이트의 프레리 스타일의 주택공간

구성의 변화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트의 프레리 박스 주택 공간구성은 자신의

독창적 건축형태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라이트 자신이 추

구한 자연주의 탐구와 건축적, 예술적 선례에 대한 지식

으로부터 진화된 형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사각

프레리 평면 뿐 아니라 발전된 십자형 평면에 이르기까

지 사적(침실), 공용 공간(거실, 식당 등) 등은 솔리드한

벽에 의해 분할되는 획일화된 공간이 아니라 상호간에

관입될 수 있는 공간, 즉 내부의 벽을 제거하고 스크린

에 의해 유입되는 외부 공간에 의해 같은 면적을 더욱더

넓게 느껴 질 수 있는 유기적인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셋

째, 초기 프레리 박스에서 수평성 강조를 위한 처마깊이

표현 방식은 형태적으로는 대칭성을 위한 자신만의 건축

해결책이기도 하였지만 저변에는 고전주의적 양식이 포

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고전주의적

대칭성을 모방하였다기 보다 지면(자연)에 가까워지려는

자신의 내면 속의 개념을 표현하려는 자신만의 디자인

규범이라 판단된다. 넷째, 라이트에게 건축공간의 중심성

공간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창작성 아이디어와 고전주에

서 강조된 건축공간에서 탐구된 건축구성요소가 합쳐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중심성 공간을 자신만의 중심성

표현공간으로 승화시켰고 또한 다양하게 변화된 프레리

스타일 주택공간에도 변함없는 중심성 공간을 내재시킴

으로써 프레리 스타일의 디자인 규범으로 완성시켰다. 다

섯째, 육각형의 프레리 박스에서는 라이트의 수평성을 강

조(대지와의 일치성)하기에는 부족하였고 여기에서 자신

만의 수평성 강조방식으로 3차원적 확장과 평면의 확장

으로 변형하게 되면서 다양한 평면유형으로 변화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면유형의 변화에도 불

구하고 중심성에 대한 공간성격에는 변화가 없었다. 마지

막으로 라이트의 주택에서 굴뚝은 단순한 수직적 건축구

성 요소라기보다 자신의 건축 형태의 대칭성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축으로서의 개념이 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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