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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마 켄고의 공간에 나타나는 빛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Characteristics of Natural Light used in Space of Kengo Kuma’s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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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modern architecture shows a lot of cases that introduce natural light in indoor space, arousing diverse
emotions within a minimal space by means of changes in the light. There are various causes for the background
of these streams of times, and it may be said that pursu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phenomena and
space, using changes in light, is an important factor among them. This is closely linked to the raise of
phenomenological architecture.
In the case of Japan,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architectural language connected to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has been restructured to fit to modern architectural technique. The modern reinterpretation and development of the
Japanese traditional effect of light and its meaning can be seen in cases of Kuma Kengo and Tadao Anndo.
Of the modern architects that have used the appearance of spatial concept of light in Japanese architectural space,
Kengo Kuma shows his attempt at finding identity in his designs through the acceptance and modern
reinterpretation of orientalism of nature, along with the traditional and regional interpretation through materials and
ways construction.1) It is his use oh light input used in traditional Japanese settings that have differentiated his work.
On this, the present thesis intends to analyze and synthesize what impressions Kengo Kuma's unique methods of
light production create in the formation of users' spatial perception, how the unique encounter of light and
materials seems to perceiv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his light production and expression that harmonize
space, human, and nature in the visual and perceptual experience of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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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 건축에서 미니멀한 실내공간에 자연의 빛을 도입,

그 빛의 변화로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 공간에 다양한

느낌을 느끼게 하는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시대적 흐름의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

데, 그 중 빛의 변화를 이용한 자연현상과 공간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것은 빛과 함께 자연적인 요소를 건축공간에 도입하

는 것과도 연결 지을 수 있으며, 특히 일본 건축가인 쿠

마 켄고와 안도 타다오 등의 공간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moonduck.kim@kku.ac.kr

특히 쿠마 켄고의 공간은 장소와 지역성을 통한 공간

정체성의 표현의 일환으로 일본전통 공간에 사용되었던

빛의 유입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 그는 공간의

형태를 통한 빛을 이용하여 재료의 질감 표현과 함께 지

각적으로 내·외부를 하나의 공간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꾀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전통 건축의 재해석, 발전시키는 것을 건축

적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건축이나 공간을 하나의 시

각적 대상물로 바라보던 기존 관점을 빛에 의해 변화되

는 지각을 통해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느끼도록 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1)

또한 지역적 특성이 표현된 빛과 다양한 재료의 결합이 만

든 실내공간의 연출을 통해 다른 공간과 차별화시키고 있다.

1) 정가영·김문덕, 쿠마 켄고 공간에 나타난 재료와 구축성에 관한 연
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1권 2호, 통권20호,
2009,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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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쿠마 켄고가 디자인한 공간에

서의 빛의 연출방법과 특성을 분석, 종합한 결과를 통하

여 실내공간에서 빛의 연출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얻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기반으

로 현대적인 공간 재해석을 통한 다양한 발전 방향의 기

반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쿠마 켄고

의 공간에서 나타난 빛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방법과 범위는 첫째, 빛의 개념

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있어 일본 건축에 나타난 빛의

특성에 대해서 책을 저술한 사진작가인 헨리 플리머가

정립한 빛의 개념인 공간과 빛, 물질과 빛, 빛과 시간2)을

바탕으로 일본 건축의 빛의 표현적 특성을 제시한다. 둘

째, 그 특성을 기반으로 쿠마 켄고의 공간에 나타나는

빛의 표현 특성을 추출, 분석틀로 정리한다. 셋째, 그 분

석틀로 쿠마 켄고의 공간에 나타나는 빛의 특성을 분석,

종합한다.

2. 일본 현대 건축의 빛의 표현 특성

외세의 침략이 거의 없었던 일본의 경우, 전통적 요소

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기에 많은 건축가들이 연구, 계승

하여 재해석한 사례들을 많이 발견 할 수 있다. 이것은

전통공간에서 추출된 건축언어를 현대화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영향으로 빛의 표현에 있어 일본의 전

통성을 바탕으로 공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노력으로 발

전시켰다.

이러한 일본건축공간에 나타난 빛의 공간조형 개념을

분석하여 책으로 저술한 사진작가 헨리 플리머의 분류인

공간에 빛을 들임과 빛과 물질과의 만남 그리고 시간에

따른 빛의 이동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1. 빛과 공간
(1) 빛에 의한 자연색의 표현 - 자연성

<그림 1> 일본
전통 공간의

중정

<그림 2> IMT
Building,

Matsuyama, Toyo
Ito, 1993

<그림 3> 일본
전통가옥

천장의 마감

<그림 4>
Miyashita

House, Tadao
Ando, 1992

그동안 우리는 자연환경이 주는 색의 아름다움과 편안함

2) Henri Plummer, Light in Japanese Architecture, A+U, 1995

이 인간의 정신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

지 못하고 있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색은 빛과 반응하

여 공간과 형태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거나 명확하게 만

들고 공간의 매스, 표면, 배경의 배치를 조화롭게 하여

적극적인 감성공간으로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빛의 반사나 투명 정도의 대조적인 차이에 따라 변화하

는 색의 변화 현상들은 지각과 체험에 따른 현상의 다양

성을 보여준다.3)

나라별 지역별로 고유한 정서적 색채가 있다. <그림

1>, <그림 3>에서 보면 일본 전통공간 중정의 은색 모

래에 반사된 빛과 천장 마감재의 색을 <그림 2>와 <그

림 4>의 이토 토요의 IMT 빌딩 등에서처럼 현대 건축

공간에서는 빛의 반사를 이용, 은빛 모래와 자연의 색을

공간에 연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일본은 그들만

의 정체성이 소유하고 있는 색채를 현대 건축공간에 반

사, 분산, 굴절시키는 방법을 통해 적극 활용, 공간에 특

별한 미적 효과와 감성을 표현하거나 장소성과 결합된

지역성 그리고 자연색의 변화에 의한 공간의 다양성과

신비로움을 지각자에게 제공한다.

(2) 빛의 음영에 의한 공간 형성 – 입체성

<그림 5> Shoren-in
Temple, Kyoto

<그림 6> Galleria
Akka, Osaka, Tadao

Ando, 1988

<그림 7>
Church of

Light, Tadao
Ando, 1989

빛은 사물과 공간을 인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선행

요소이지만 빛 스스로도 비움이 없이는 인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비움의 공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빛을 공간

에 들이느냐에 따라 공간의 성격과 지각자의 감성을 움직

이게 한다. 이렇듯 빛에 의한 물질의 가변현상은 공간의

영역, 크기, 방향, 위치 등에 대한 인식을 강화 시키거나

약화시켜 공간을 확산, 폐합, 분절시키고 매개시킴으로 공

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그림 5>를 보면 일본

전통 공간에서의 빛에 의한 공간의 인지는 전통 목구조

공간의 형태나 재료, 색, 등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는 다른

요소들과 연관시켜 확장되어 보이는 시각적 공간 확장의

효과로 나타난다. 이는 <그림 6>, <그림 7>의 안도 타다

오의 갤러리아 아카 등에서와 같이 현대 일본건축에서 빛

의 유입을 통해 면을 분절하고 공간의 형태를 강조하거나

다양한 빛의 배분을 통해 공간의 기능적 분화가 강조되기

도 한다. 또한 다양한 빛의 배분은 공간의 기능적 분화를

강조하면서 공간에 변화를 주는 조형 요소로 작용한다.

3) 유영희, 실내디자인을 위한 빛 디자인, 기문당, 2010,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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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에 의한 외부 자연의 들임 – 생명성

두 공간의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벽의 디자인이지만, 빛 역시 내·외부 공간의 차이를 느끼

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빛은 시지각 현상으로서의

심리적으로 내·외부공간이 연결하거나 확실하게 구분한

것으로 느끼도록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4)

<그림 8> Genko-an
Temple, Kyoto

<그림 9> House
in Itoshima,

Fukuoka, Kazuo
Shinohara, 1976

<그림 10> Kidosaki
House, Tokyo, Tadao

ando, 1986

<그림 8>의 일본 전통공간의 창은 외부 자연 환경의

생명력을 창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정지된 화면처럼 내부

로 유입시켜 내·외 공간을 통합 및 확장 시키는 공간의

확장성과 공간에 생명력을 부여하며 <그림 9>, <그림

10>의 안도 타다오의 키도사키 주택 등에서 보여지듯이

현대 일본 건축공간에서는 일반화 된 위치의 개구부가

아닌 빛과 함께 외부의 환경을 느끼고 내부로 생명력을

유입, 확장시킬 수 있는 위치와 크기로 변형, 두 공간을

통합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빛과 물질
(1) 반투명 재료를 통한 빛의 유입 – 반투명성

<그림 11> Yoshijima
house, Takayama, 1905

<그림 12>
Plaza Mikado,
Edward Suzuki,

1990

<그림 13> Maison
Hermes inside, Renzo

Piano, 1998-2006

일본의 전통가옥에서는 우리나라의 창호지격인 반투명

재료 쇼지(障子)를 사용하여 개구부를 마감한다. ‘투명’과

‘반투명’은 물리적으로 빛을 통과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

이 있지만 <그림 11>의 일본 전통가옥에서 사용된 빛과

반투명 재료의 결합은 투명한 공간에 비해 빛이 은은하

고 부드럽게 여과되어 걸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은

은한 반투명 빛은 공간 내부에 따뜻하고 안정적인 분위

기를 연출하며, 내부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반투명

성 때문에 공간분리로 인한 프라이버시와 채광기능을 동

시에 할 수 있다. 또한 전통 종이재료의 사용은 때에 따

4) Ibid., p.158

라서 외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공간의 분리가

아닌 청각적 확장을 표현하기도 한다.5) 그리고 현대 일

본 건축 디자인에서의 그 응용은 <그림 12>, <그림 13>

에서 보듯이 빛과 반투명의 유리, 플라스틱, 패브릭뿐 아

니라 반투명 재료의 변형과 레이어의 조합을 통해 독특

하고 개성있게 연출된 공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 짜임과 반복을 통한 빛의 유입 – 투과성

<그림 14>의 일본 전통공간을 보면 자연재료를 이용

한 직물형태 혹은 거미줄 같은 표현을 통해 주위를 안개

처럼 표류하는 공간으로 표현하여 무게감을 없애는 스크

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6)

<그림14> Katsura
imperial villa, Kyoto,
Screens of Shokintei

<그림 15> silver hut
toyo ito, 1984

<그림 16> Atelier
in Tomigaya
Tokyo, Itsuko

Hasegawa, 1986

,

이것이 18세기 산업혁명에서 태동으로 <그림 15>,

<그림 16>과 같이 금속과 유리라는 재료의 사용으로 피

막공간은 투영성이라는 새롭고 독특한 공간개념을 표출

하였고 이로 인해 풍요로운 빛의 향연을 누리게 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오늘날 유리와 금속의 구성방법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그 적용범위도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전면 파사드, 천장, 벽, 바닥과 가구 등의 기능적 목적성

의 확장은 기술적 진보로 인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건축을 피막에서 공간분할 장식성을 겸비한 구성

체로 나아가고 있다.7)

다시 말해 일본 현대건축에서의 3차원적 투과성은 공

간전망을 통합하기 위해 빛의 물리적 속성을 이용한 유

리나 합성물질 같은 소재의 특성을 사용하여 다양한 공

간적 전망이나 조망을 얻고 매스를 시각적으로 소거해

공간의 부유를 연출하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8) 또

한 유입되는 빛의 양과 질은 변화시키지 않고 지각자로

하여금 지각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2.3. 빛과 시간
(1) 반복을 통한 빛 – 연속성

5) Henri Plummer, op. cit., p.138
6) Ibid., p.182
7) 유재엽, 실내공간에 있어서 유리와 금속 구성재의 표현 특성에 관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지, 17호. 1998.2

8) 이순섭, 건축공간 구성인자로서 빛의 디자인 활용방안에 관한 연
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6,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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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Wood
Latticeworkes in

Sannomachi district

<그림 18>
Koshino house
Tadao Ando,

1981

<그림 19> Kidosaki
House, Tokyo, Tadao

Ando, 1986

일본전통 건축에서는 <그림 17>과 같이 마감이나 혹

은 틈의 연속을 통해 공간적 연속체를 만들어 지각자에

게 방향을 제시, 움직임을 유도하여 리듬을 만들어 내고

분위기를 조성, 공간 속 대상물을 드러내 설명해 주고

나아가 탄생, 죽음, 재생의 연속성, 구성, 해체, 재구성을

깨닫게 한다.9)

이것이 현대 일본건축 디자인에 응용되어 <그림

18>,<그림 19>처럼 틈 사이의 빛의 유입을 통해 공간을

확장시키고 지각함에 있어 깊이감을 더한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공간의 사용자가 공간을 경험하고 체험함에 있

어 물리적 체험과 더불어 정신적인 체험, 즉 정신적 충

족감과 풍미를 발견할 수 있는 감성 영역의 확대라고 말

할 수 있겠다.

(2)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빛과 그림자의 이동 – 인위적 시간성

<그림 20> Zuiho-in
Temple
Kyoto

<그림 21> Light-Lattice House, Shoei
Yoh, 1980

공간 지각은 지각자의 이동과 시간에 따른 빛의 변화

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림 20>은 시

간에 따라 그림자의 위치가 변하는 일본의 인위적인 모

래정원이다. 이렇게 빛은 비추임의 대상물인 모래와 조

경석을 만나 상호작용하여 인위적인 그림자 또는 반사면

을 생성하여 공간에 동적 요소를 만들어 다양하고 연속

성 있는 공간적 경험을 하게하여 지각자의 심리에 동적

변화를 느끼게 한다. 이렇듯 일본전통 건축에서의 빛의

다양한 연출은 <그림 21>과 같이 현대 건축공간에서 빛

의 이동에 의해 생겨나는 광선과 그림자의 길이 변화에

따른 현상학적 변화를 통해 시간성을 표현하고 있다.

3. 쿠마 켄고의 공간에 나타난 빛의 특성

쿠마 켄고는 기둥, 지붕, 낮은 담이 가지고 있는 공간

감을 재해석한 일본의 현대건축을 대표하는 건축가이다.

9) 오승남·김종진, 지각과 인지를 바탕으로 한 실내공간의 빛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5권 6호, 2006, p.253

그는 전통 건축공간에 나타난 동양사상의 정신, 즉 내부

와 외부, 자연과 건축물의 융화를 통하여 두 개체간의

일치를 추구하여 왔다. 그는 공간을 영역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상호 유동하며 소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를 건축적인 용어를 빌려서 설명 한다면 ‘열린

평면’ 이라 말할 수 있다.10)

이렇듯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건축물을 통해서 외부

공간을 건축물의 일부로 흡수시키거나 빛의 유입과정 중

투명과 불투명의 기법을 통해 건축을 커다란 오브제가

아닌 체험하는 장치라는 관계성을 통해 외부, 내부 그리

고 지각자가 하나가 되는 유기적이고 상대적인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관계의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적 관계를 중요

시 하여 빛을 직접적으로 들여오기 보다는 루버의 표현

과 중첩의 표현을 통해 빛을 세부적으로 걸러 내부로 들

이는 빛의 구축방법을 사용하였다.11)

이는 빛에 의한 공간의 존재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빛을

포함한 외부의 자연 환경을 부드럽게 실내로 끌어 들이는

동시에 지각자와 내·외부 환경이 자연스럽게 융화, 시·지

각적 공간감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쿠마 켄고의 건축적

사상인 ‘건축과 자연의 융합’12)을 빛과 다양한 건축 재료

의 결합을 통해 장소와 지역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3.1. 재료의 투명성에 의한 확장성의 빛
일본은 정치, 경제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도가

적인 공간과 서양의 기하학적인 건축양식의 공간적 융합

을 통해 20세기 후반 현대건축에 한 획을 긋는 업적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쿠마 켄고는 약한 건축에서 건축의

주재료를 콘크리트로 사용, 자연을 존중하는 동양의 정

신을 무너트리고 지역 정체성의 상실과 외부 자연과의

소통을 단절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콘크리트 구

조와 마감재라는 재료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지양하고 구

조와 마감재의 구분을 초월한 독특한 방식으로 자연의

근원적인 빛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자연의 일부로 표현하

고 있다. 이는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갖는 다른 두 공간이

빛과 재료의 만남을 통해 기존의 영역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경계를 부정하고 없애려하는 투명한 상호 일체성

과 공간에서의 반투명 재료의 겹침을 통한 경계 지각의

다양성을 보여준 반투명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투명한 재료에 의한 상호 일체성

그는 장소와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하고

10) 유현준 지음, 모더니즘 동서양 문화의 하이브리드, 미세움, p.68
11) 쿠마 켄고는 그의 저서 ‘자연스러운 건축’ p.55에서 모든 것은 유동
적이고 무엇인가 지속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입자라고 표현하다
그리고 그 입자를 표현하기 위해 루버라는 건축 언어와 만나게 되
었다고 말하고 있다.

12) 쿠마 켄고, 자연스러운건축, 안그라픽스, 2010,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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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Kengo Kuma, Forest
Floor, 2003

<그림 23> Kengo
Kuma, Stone Plaza,

2000

<그림 25> Kengo
Kuma, Great

(Bamboo) Wall, 2002

<그림 24>
Kengo Kuma,

Daiwa
Ubiquitous

Building, 2014

<그림 26> Kengo
Kuma, Hiroshige

Museum of Art, 2000

주변 환경에 묻히는 공간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투명하고 경량의 재료

를 사용하여 공간에 구현하

고 있다. 예를 들면 <그림

22>의 경우, 경량의 재료는

아니지만, 투명의 재료가

자연 채광과 결합하여 공간을 형태적으로나 이미지에 있

어 경량 이미지를 보여 더욱 그 공간의 장점을 극대화

시킨다 할 수 있다. 또한 빛의 유입으로 계절과 시간, 그

리고 그림자를 통한 공간의 투명성으로 경계를 없애고

내·외 공간의 상호 유입을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투명성

이라 함은 실내·외의 공간 구분을 없애고 동질화 시키

는 공간적 환상이라고 정의한다.

이렇듯 그의 빛에 의한 공간의 투명성은 모호한 경계

속에 감각적인 지각이 작용하여 외부의 자연을 내부로

유입시키고 내부의 한정된 공간을 외부로 연장시키는 건

축과 자연과의 융합 의미가 수반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이미지적인 경량화를 보여주기 위해 재료의 특성을

빛과 결합하여 존재의 이미지와 공간감을 부각시키는 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

(2) 재가공한 반투명 재료에 의한 지각의 확장성

그는 재료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지각적 확장성을 표현하였는데,

<그림 23>과 같이 반투명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조적패턴을 조작, 패

턴의 1/3을 비워내서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는 ‘투명한 조적조’를 완성

하였다. 비워낸 패턴 중에 꼭 막고

싶은 구멍에는 유리 대신에 얇은 두

께의 대리석을 끼워넣어 은은하게 빛이 여과되는 반투명

효과를 낸다. 비워낸 구멍에서 들어오는 뚜렷한 빛과 대

리석에 여과되어 들어오는 은은한 빛이 어두운 내부에

비춰져 오묘한 반투명 공간을 완성한다. 이렇듯 재료의

재가공을 통하여 투명도를 조절한 후 서로 다른 투명도

를 가진 패턴을 만들어서 그만의 독특한 반투명 공간을

조성하였다.13) 이는 일본전통 장지문의 반투명에서 경험

할 수 있는 공간과 공간사이의 프라이버시 유지와 은은

한 빛의 실내 유입을 통한 채광으로 따뜻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다시 말해 그의 반투명성은 물성

의 재가공과 빛의 만남을 통해 재료에 반투명도를 생성

하여 공간에 적용시킴으로 시·지각적 공간감을 다양하게

확장시키고 있다.

13) 윤비아 외 2인,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반투명성의 구축기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계획계 제31권 제2호,
2011.10.29., p.264

3.2. 재료의 패턴화에 의한 관계성의 빛
(1) 재료의 가공에 의한 지각의 다양성

쿠마 켄고는 투명도를 가지지 않은 불

투명한 재료를 이용하여 공간에 어울리는

특유의 형태를 만든 후, 반복 나열을 통해

비워짐과 함께 재료의 패턴화후 그 사이

로 빛을 통과시켜 내부에 빛이 새어 들어

오는 공간을 디자인 하였다. <그림 24>와

같이 내·외공간의 경계를 부정, 혹은 강조

하여 상호간의 동질성을 나타내고 공간의

지각자에게 다양한 지각적 경험 유발 및

빛의 유입에 의한 감성적인 공간을 연출

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즐거움을 준다.

(2) 인지에 의한 관계성

그는 건축에서 대나무나 지푸라기

혹은 등나무 같은 원초적 재료를 패

턴화 하여 반복 사용하였다. 이러한

재료들은 <그림 25>와 같이 외부에

서 내부로 유입되는 빛의 들임 사이

에서 공간의 성격을 바꿀 뿐만 아니

라 시·지각적으로 보편적인 건축형태

를 떠나 지역의 문화와 자연사상을 빛과 함께 공간에 담

아 사용자에게 흥미유발을 일으키는 동시에 의외의 공간

을 연출 하려 했던 그의 독창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

럼 내·외부 맥락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상호간의 관계를

관계성이라 정의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의 공간에서

관계성이라 함은 공간의 표피, 그리고 사용된 재료의 표

현들로 인해 내부와 외부를 매개하고 공간 내부에는 없

는 것들을 가시화 시켜 외부로부터 충족시킬 수 있는 확

장이라 하겠다.

(3) 인지에 의한 이중성

그는 재료의 등간격 배열인 루버

사이로의 빛의 유입과 그로 인한 빛

의 거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탈구

축적 관계 혹은 현상이라는 말로 그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물질의 순수

성을 왜곡, 변형, 접합하여 표현한 공

간을 말하며, 이를 공간의 이중성이

라 정의 한다. 이는 건축의 공간성과 장소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물질 고유 성질의 부분 혹은 전체

를 약화시키거나 없애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심리적으로 새로운 특질을 사용자에게 보여줌을 말한

다.14) 이러한 모호한 경계로써 자연과 건축은 그라데이

션 되어 서로 연속적인 유사한 관계를 형성하며, 이는

14) 유종호·이정욱, 쿠마 켄고 건축공간에 나타나는 물성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3.2, p.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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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Kengo
Kuma, KAIKA-TEI

sou-an, 2008

<그림 28> Kengo
Kuma, Prostho
Museum, 2008

자연과 건축의 소통과 인과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또한 그는 애매한 경계의 연속을 체험하여 지각이

모호해지는 지점에서 인간의 감각이 드러난다고 보고 경

계의 모호를 통해 신체의 감각적 체험이 가능하다고 보

았다.15) 최종적으로는 루버 사이로의 빛의 유입이 내·외

부를 연결하는 동시에 사이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3.3. 재료의 거름적 표현에 의한 시간성의 빛
그는 공간에서 빛의 유입과 그 움직임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는 그림자의 변화와 그 인지되어짐에 의해 공간에

시간성과 장소성을 동시에 표현하며 시지각적인 공간형

성을 꾀하고 있다. 이렇듯 지각현상의 다양화를 위해 부

가적인 건축적 표현 방법인 선형 재료의 중첩과 반복 표

현으로 공간에 빛의 형상을 그리는 방법을 취하는데 이

러한 방식은 지각자에게 빛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공간의

구분과 강조로 나타나 비물질성에 머물러 있던 빛을 형

상화 시켜 시각적으로 공간에 나타나게 한다.

(1) 지각의 공감각성

공간의 지각은 빛의 이동과 지각자

의 동적 체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빛을 경험하는

지각자의 세계관 혹은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인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렇듯 빛의 영역 연출에 있어서 서양

의 빛이 직설적인 받아들임의 영역경

험이라면 <그림 27>과 같이 그의 빛은 동양의 간접적인

표현인 거름을 통한 그림자의 생성과 스며듬의 표현을

통한 영역경험 즉 서로간의 관계와 공감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공감각성이라 함은 이동하는 자연채광과

부재의 만남이 만들어 내는 일정치 않은 지각의 중첩 생

성과 지각의 주체인 인간의 감각을 통해 느껴지고 공간

에서 만들어지는 내부에서의 영역성이라 하겠다.

(2) 지각의 심미성

그는 책 ‘자연스러운 건축’에서 모

든 것은 유동적이고 무엇인가 지속되

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입자라고16)

말하고 있으며 외부 자연과 내부는

입자라는 매개체의 유입을 통하여 서

로를 연결하려 하였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조형물을 사용해 입자의 빛을

실내로 유입시키고 그로 인해 서로를 연결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 예로 <그림 28>을 보면 격자의 중첩이

만든 벽체 공간으로의 빛의 유입은 동시에 많은 빛의 입

자를 경험하는 다지각의 공간을 만든다. 여기서 욕망하

15) 김윤정·박찬일, 쿠마 켄고의 역동적 비평성으로서의 건축적 사고구조
와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3.10, pp.120-121

16) 쿠마 켄고, op. cit., pp.55-56

고 느껴지는 지각적 통합의 환상을 심미성이라 표현한

다. 이는 고정된 건축형태에 감성적인 힘을 부여하여 다

양한 공간경험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각차원에서

내·외 공간의 융합과 분절을 꾀하여 다양한 공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3.4. 소결

<표 1> 헨리 플리머와 쿠마 켄고의 빛 특징 도출 표

상기와 같이 쿠마 켄고의 공간에 차별화된 방법으로

표현된 빛의 연출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면 첫째, 하나의

시각적 대상물로 바라보던 기존 지각의 관점을 빛에 의

해 변화되는 변화의 지각으로 보았다. 둘째, 다양한 재료

혹은 재가공이 빛과 결합하여 만든 독특한 빛의 유입은

건축물 혹은 실내공간에서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느끼도

록 표현하였으며 셋째, 빛의 루버 형태의 거름을 통한

입자적 유입은 내·외부의 관계성에 의한 지각적 공간감

의 구현으로 감성적 공간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4장에서는 이 특성을 분석틀로 그의 대표적인 공간

들을 분석 하고자 한다.

4. 쿠마 켄고 건축의 빛의 특성 사례분석

쿠마 켄고는 1990년 중반 이후 그가 말한 자연스러운

건축, 연결하는 건축, 약한 건축 등을 통해 공간에 빛을

유입,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이

에 본 장에서는 그의 작품들 중 시기별로 빛의 표현특성

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1990년 중반 이후부터의 대표작을

선정, 빛의 유입에 따른 표현특성을 알아보고 사례 분석

의 중함을 통하여 그의 건축공간에서 빛의 표현이 어떻

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4.1. 공간사례 분석
공간분석 결과 중 유추된 키워드와 프로젝트에 사용된

표현특성의 관계가 밀접하면(●), 보통이면(◐), 적으면(○)

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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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Chokkura Plaza

용도 다목적 광장 대
표
이
미
지완공일: 2006.03

개 요

불투명한 석재 특유의 재질감을 살리면서, 특이한 모양의 디자인
의 장식적 투명성을 표현하여 종래 석재 건축에는 볼 수 없었던
오픈된 공공 공간의 광장으로 계획한 프로젝트이다. 돌의 사용에
있어서도 오픈 부위의 크기 변화에 점층적 확장을 꽤하여 외부에
서의 내부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표현 하였다.

빛 표현 특성 분석내용 공간이미지

확
장
의

빛

일체성 육중한 중량재인 석재의 재가공으로 사이
사이를 비워 석재의 경량감, 모호함, 유연
성을 공간에 표현, 재료의 상징성과 재료
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가능성 및 빛에 따
른 재료의 이중성을 통한 공간적 확장성을
보여준다.

◯

확장성

◐

패
턴
의

빛

다양성 재 가공된 석재의 패턴화와 그 나열로 생
긴 구멍은 내·외부 관계의 자연스러운 소
통과 장식성을 보여주며 재료가 가지는 한
계를 철판과 조화시켜 벽 구조체를 형성하
였다.
입자적 루버 형태로의 진화는 빛에 의한
물성의 경량화와 시간성을 통해 이중적 감
성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

관계성

◐

이중성

◐

시
간
성
의

빛

공감각
성

돌로 형성된 직물 패턴형태의 벽과 천장
은 자연스럽게 입자의 형태를 만들어 빛과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킨다. 이 빛으로 기
존에 가지고 있던 무거운 재료의 시각적
경량화 와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빛의 이동에 따른 그림자의 생성은 공간의
다양한 변화와 공감각적이면서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

심미성

◐

<표 5> 사례-4, 2006 Chokkura Plaza

작품명 Water/Glass

용도 guest house 대
표
이
미
지완공일: 1995.03

개 요
게스트 하우스 용도의 프로젝트로 물이라는 요소를 일본 전통 툇

마루 공간에 비유하여 공간화 하였으며 외부 자연을 실내로 들이
는 일본 건축의 전통을 현대적 투명재료의 사용으로 표현하였다.

빛 표현 특성 분석내용 공간이미지

확
장
의

빛

일체성
반사하는 수면이라는 요소 위에 수직적인

건축물의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한
유리벽으로 디자인하였다. 이는 바람과 파
도로 인해 계속해서 움직이는 수면이 빛
과의 만남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빛의 산란
을 통하여 공간의 확장감을 보여주고 있다.

●

확장성

●

패
턴
의

빛

다양성 인지 측면에서 물이 동적 물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하여 빛을 이용하
였다. 이에 천장의 스테인리스 루버 사이
로 내려오는 빛의 입자들로 인해 수면을
반짝거리며 움직이게 만들고 그로 인한
내·외부의 관계 속에 순수한 영역적 이중
성을 표현하였다.

◯
관계성

◐
이중성

◐

시
간
성
의

빛

공감각
성 빛의 분절과 반사로 인한 공간의 신비와

확장을 통한 다차원적 공감각성을 발생시
킨다. 또한 반사로 인한 새로운 2차원 공
간의 가시적 지각현상의 아름다움을 연출
하고 있다.

◐

심미성

◯

<표 2> 사례-1, 1995 Water / Glass

작품명 LVMH Osaka

용도 상업시설,오피스 대
표
이
미
지완공일: 2004.11

개 요

이 프로젝트는 LVMH 그룹 산하 패션 부띠끄와 사무실로 사용하
는 복합 건축물이다. 건축물은 반투명한 세 가지 두께의 돌과 돌
패턴이 인쇄된 필름을 사용한 다양한 요소와 방법으로 계획하였
다. 그 예로 벽과 창문의 투명함과 불투명함, 상업건물의 화려한
파사드와 오피스의 견고한 파사드 등 대조되는 두요소의 결합이
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건축물의 상충하는 힘을 반투명 마감재의
연속적인 스펙트럼 안에 집합시키려고 하였다.

빛 표현 특성 분석내용 공간이미지

확
장
의

빛

일체성
육중하고 불투명한 돌의 기본 속성을 탈
피시킨 빛과 투명, 반투명한 재료의 사용
에 의한 추상적, 초월적인 효과로 공간의
확장성을 추구하였다..

◯

확장성

●

패
턴
의

빛

다양성 재 가공된 반투명한 자연석 같은 유형의
프린트된 필름 그리고 투명한 유리가 연속
적으로 반복되면서 불투명한 물질이 서서
히 추상적인 투명한 소재로 전환되는 연속
적 프로세스를 보여 준다. 이것은 재료에
투명과 반투명에 따른 빛 패턴의 다양성을
연출하고 있다.

◐
관계성
◯

이중성
◯

시
간
성
의

빛

공감각
성 재료의 특성에서 온 어두움과 밝음의 대

비는 공중에 부유하는 느낌으로 공간의 연
속성을 표현, 초월적 심미성을 가진 가상
공간을 상상하게 한다. 이 빛은 주간과 야
간의 시간에 변화에 따라 또 다른 빛의 심
미성을 느끼게 한다.

◯

심미성

●

<표 3> 사례-2, 2004 LVMH Osaka

작품명 Nagasaki Prefecture Art Museum

용도 미술관 대
표
이
미
지

완공일: 2005.03

개 요

쿠마 켄고와 니혼 세케이가 공동 작업한 미술관으로 전시공간은
빛의 반사와 루버 사이의 빛의 분절을 통해 운하 위에 부유하듯이
표현하여 물과 운하, 자연, 예술품을 빛을 통해 하나의 공간으로
융합시키고자 하였다. 그로 인해 공간의 연속적인 확장성을 나타
낸다.

빛 표현 특성 분석내용 공간이미지

확
장
의

빛

일체성 루버를 사용, 빛을 입자화 하여 유입시키
려 하였으며 이로 인한 외부와의 일체화를
통한 공간의 확장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는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변화에
따라 세로구조는 속이 꽉 찬 불투명판이
되기도 하고 내부가 훤히 내비치는 투명판
이 되기도 한다. 이는 빛을 감지하는 시·공
간의 사이공간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

확장성

◐

패
턴
의

빛

다양성 석재 루버로 목재 같은 따뜻한 모습을 연
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빛의 반사와
루버 사이의 분절로 인해 운하 위에 부유
하듯이 표현하여 물과 운하, 자연, 예술품
을 빛을 통해 하나의 공간으로 융합시켜
내·외부를 통합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표현
하고 빛의 거름을 통해 이중성을 지닌 중
의적인 이중성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
관계성

●
이중성

●

시
간
성
의

빛

공감각
성

석재루버 그리고 그 루버를 세우기 위한
철골로 된 독립적인 구조가 각각의 레이어
를 만들어 빛의 유입에 따른 지각자의 동
선 유도와 함께 공감각적인 리듬감에 의한
운동감을 유발, 석재건물에서 느끼기 힘든
날렵하고 가벼운 건물이 되었다는 심미적
인 아름다움을 부여한다.

◐

심미성

◯

<표 4> 사례-3, 2005 Nagasaki Prefecture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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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Nagaoka City Hall Aore

용도 시 청 대
표
이
미
지완공일: 2012.03

개 요

기능 위주의 디자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공공디자인에 목재 패
널을 과감히 적용하여 부드럽고 오브제로 가득찬 시청사를 계획하
였다. 목재 패널의 레이어를 사용으로 중의적 공간을 연출함과
동시에 관공서가 가지고 있는 정적 이미지를 빛에 의한 그림자로
동적 공간으로 연출하였다.

빛 표현 특성 분석내용 공간이미지

확
장
의

빛

일체성 현대적인 공공디자인 건물에 유리와 함께
목재 패널을 과감히 적용하여 시․지각적
공간감과 깊이감을 생성하였고 이로 인한
투명, 반투명적 표현은 건물 이미지의 경
량화를 통해 내·외부 상호 친근감을 더하
는 관공서를 만들고 있다.

◯

확장성

◯

패
턴
의

빛

다양성 목재 패널의 반복적인 패턴 사용으로 여
타 공공디자인에서는 볼 수 없는 내츄럴한
모습과 예술적 감각을 보여준다. 이 패널
들은 지각자의 시각에 따라 변화 하는 지
각의 시퀀스를 통해 상호 관계성을 만들고
있다 또한 공간에 대한 강한 이미지 각인
과 함께 시․지각적 이중성을 벽체의 레
이어를 통해 표현화고 있다.

◐
관계성
◯

이중성

◐

시
간
성
의

빛

공감각
성 빛의 이동에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의 다이

네믹함은 동선 유도와 리드미컬한 운동감
과 흥미를 유발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
며 지각자의 공감각적 풍요로움과 함께 구
조적, 장식미를 공간에 보여준다.

●
심미성

◯

<표 6> 사례-5, 2012 Nagaoka City Hall Aore

작품명 sunnyhills

용도 식음공간 대
표
이
미
지완공일: 2013.08

개 요

일본의 목조 건축에 사용되는 조인트 시스템을 응용하여 만든 목
제의 그물 그리드는 건물을 지지하는 구조체인 동시에 벽체를 형
성하여 숲과 구름을 의미하는 공간을 창조하였다. 나무 각재의 레
이어적 중첩의 반복을 통해 형성된 외피공간은 유입되는 빛을 정
제하여 공간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며 그 외형에 있어서 커다란 나
무라는 재료의 물성변화의 이미지를 선사하고 있다.

빛 표현 특성 분석내용 공간이미지

확
장
의

빛

일체성 목재 구조물의 레이어적 중첩으로 인한
내·외부 경계의 모호함 과 그로인한 반투
명적 깊이감을 형성하였다. 야간엔 빛에
의한 시각적 공중 부유의 연출을 통해 전
통 창호지의 반투명 느낌을 표현, 확장감
을 연출한다.

◯

확장성

◐

패
턴
의

빛

다양성
격자 사이공간에 빛을 채움으로 빛으로

인한 견고함과 강인함을 벽체에 표현하였
다. 이는 자연스러운 빛의 연출효과와 더
불어 깊이 있는 음영공간을 연출하여 공간
의 깊이감과 확산성을 통한 공간의 이중성
을 표현하고 있다.

◯
관계성
◯

이중성
◐

시
간
성
의

빛

공감각
성 입자로 형성된 빛이 여러 단계의 정제를

거쳐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모호 하게 하
여 공감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동양
적 반투명 공간표현으로 읽혀 초월적 심미
성을 만들어 낸다.

●
심미성

●

<표 7> 사례-6, 2013 sunnyhills

4.2. 종합 사례 분석
쿠마 켄고의 건축 작품에 나타나는 빛의 표현 특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확장의 빛 패턴의 빛 시간성의 빛

일체성 확장성 다양성 관계성 이중성 공감각성 심미성
Water/
Glass

1995.03
● ● ◯ ◐ ◐ ◐ ◯

LVMH
Osaka
2004.11

◯ ● ◐ ◐ ◐ ◯ ●

Nagasaki Art
Museum
2005.03

◯ ◐ ◐ ● ● ◐ ◯

Chokkura
Plaza

2006.03
◯ ◐ ● ◐ ◐ ● ◐

Nagaoka
City Hall

Aore
2012.03

◯ ◯ ◐ ◯ ◐ ● ◯

sunnyhills-2
2013.08 ◯ ◐ ◯ ◯ ◐ ● ●

<표 8> 사례정리를 통한 공간별 빛의 표현 특성

그의 초기작들에서는 상호 관계성을 중시한 일본 전통

의 공간감을 보여주기 위한 투명, 반투명과 반사를 통한

빛의 실내 유입을 많이 표현하였다. 그리고 공간 확장에

는 루버라는 부재를 사용하여 빛을 물체로 인식, 다양한

빛 입자의 유입이 지각자로 하여금 내·외부의 상호관계

를 확장시키는 건축적 조형언어로 발전시켰다. 그 후 앞

의 두 가지 방법이 결합하여 부재의 중첩과 격자를 통한

빛의 거름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 빛 입자의 다각도

동시유입을 통한 내·외부 경계의 모호함과 빛의 움직임

에 따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쿠마 켄고의 건축 작품에 나타나는 빛에 의

한 건축적 조형의 의미와 표현방법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지리학적으로나 문화적으

로 매우 비슷하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현대건축

에 이르러 일본은 그들의 문화적 특징과 정체성을 현대

적으로 재해석하여 공간에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진작가이자 건축평론가인 헨리 플리머는 이

러한 일본 건축발전의 특징을 빛과 연관시켜 그들의 문

화를 바라보고 그 특징을 분류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이

를 바탕으로 현재 일본 건축의 대표자인 쿠마 켄고가 사

용하였던 빛의 다양한 유입과 그 방법을 분석, 빛의 연

출 방법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가 건축에 있어서 표현하고자 했던 자연과 인간과의 관

계성 사이에서 빛이 쿠마 켄고의 건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상에서의 연구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 그는 동양적 사고관을 가지고 자연과 인간을 유기적

인 통합체로 바라보았다. 이는 공간 표현에 있어 자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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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이용하여 전통의 계승과 재생의 특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형태가 주변 환경과 잘 융화하여 그가 말하는

‘약한건축’이 단순히 공간의 형태적, 물리적 약함이 아니

라 공간이 환경과 소통하는 연속성과도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재료의 사용함에 있어 물성을 과감히 변형시켜 기존

에 볼 수 없었던 재료와 자연광과 결합시키는 실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쿠마 켄고의 건축사상인 ‘시

간적인 접합’을 실천하기 위해 동양의 미로 대표되는 반

투명적인 빛의 공간 유입으로 내·외부 상호간의 확장을

통한 빛을 표현하고 그 공간의 성격을 암시하는 감성적

인 공간으로 변화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루버라는 이름의 부재를 통해 빛을 물체로 인식, 통

제 및 분할과 조절을 통하여 공간속에서 빛에 의한 건축

적 조형의 의미를 표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는 위치에

따라서 외부공간과의 차단 혹은 일체화를 통해 공간의

확장과 분절을 만들었다. 또한 빛이 가지고 있는 무형을

루버를 응용, 중첩과 그림자를 통해 공간의 성격에 맞게

더욱 명확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4)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빛 재료를 공간에 들임에 있어

구조와 마감재의 구분을 초월하고 경량화 하는 독특한

빛의 거름 방법은 내·외부 경계의 모호함과 심미성 표현

으로 주변 환경과의 단절을 없애고 시·공간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표현을 꾀하였다.

이처럼 쿠마 켄고가 그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자연 채광의 다양한 공간유입과 공

간구현 과정은 우리에게도 동양의 미 와 한국성 이라는

전통성과 정체성의 현대적 표현 방법에 다양한 디자인적

발전 방향으로 모색되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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