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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Japanese architect Itami Jun that proceeded with primeval architecture based on analogue ideas in the

digital era realizing nomad architecture is delivering a totally different meaning in the modern time. Not like the

Japanese architectural community equipped with rich technologies showed state-of-the-art architecture after 1980s,

Itami Jun’ formative consciousness intending to assimilate nature from the original position of things is thought to

have started from the relationship with Korean-Japanese painters leading MONO-HA desiring to look at the world

as it is and approach the source of exist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from the viewpoint of ‘Theory of Meeting’ which is the essence of the work theory of Lee UFan that made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MONO-HA to understand Itami Jun’s architectural space in the ideological aspect.

Al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marginal men appearing in Itami Jun’s architectural space as others located on the

boundary between Korea and Japan, art and architecture, and functions are valuable research objects, they have

not been studied in the aspect of source, so it is needed to research his works and the source of the spatial

ideas that led his works. Based on Theory of Meeting claiming that the world becomes the place of experience

by the medium of objet which is the structure of meeting, and that human beings can meet the truly opened

world by self-awareness through body,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Itami Jun’s interior space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turned out that Itami Jun’s interior space actively expressed Theory of Meeting on

the unity of structure and space, and on the trans-boundary by the medium of objet. Conclusively, this study

suggests that, in the reality of the modern interior design full of technology-intensive designs, analogue approach

moving in the opposite way from technologies could be a better expressive method of design delivering the

fundamental human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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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디지털 건축이 주목받고 있는 시대에서 아날로그적 사

고를 기반으로 건축을 전개하였던 재일교포 건축가 이타

미 준의 공간을 살펴보는 것은 현시대가 간과하고 있는

건축의 근원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일본 건축계가 유리와 금속을 사용한 가

벼운 건축으로 이행하였던 흐름에 역행해서 그는 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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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철, 흙 등의 자연소재를 사용한 무거운 건축을 추구

하였다. 첨단 건축을 선보였던 다른 건축가들과는 달리

그는 한·일 경계에 위치한 타자(他者)로서 모노하(物派)1)

를 이끈 이우환의 만남이론 의식을 공유, 사물 본래의

입장에서 자연과 동화되는 건축을 지향하였다. 또한 서

구의 미니멀리즘을 동양적으로 해석한 만남이론 공간의

적용과 전통을 현대화하는 한국성의 해석에 있어서도 국

1) 모노하(MONO-HA) : 전위운동의 일종인 모노하는 1960년대 말부

터 1970년대에 일본에 나타난 예술운동으로 모노는 일본어로 ‘물

(物)’, 즉 물건, 물체라는 뜻이다. 나무, 돌, 흙, 철판 등의 소재에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직접 제시함으로써 그

것을 직접적으로 예술언어로 끌어들이려 했던 예술경향을 가리킨

다. (월간미술 http://monthlyart.com/encyclopedia/모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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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축가들과는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으나 그의 건축

사상을 계승하는 건축가들이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타미 준의 건축공간이 재일교포

예술가 이우환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2), 그의 공

간을 사상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의도로 이우환의 예술

사상인 ‘만남이론’ 관점에서 이타미 준 건축의 실내공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과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만남이론의 의미와 공간특성을 서술하고 이어서 이타미

준의 작품 배경이 되는 그의 활동 과정과 이우환의 만남

이론 관계에 대해서 서술한다. 또한 만남이론의 공간특

성과 관련하여 이타미 준의 실내공간 특성의 분석틀을

도출, 그 분석틀로 이타미 준의 실내공간 표현특성을 분

석, 종합한다. 분석 대상의 범위는 이타미 준이 관계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던 2000년 이후의 작품 중 답사가 가

능한 작품으로 한정, 직접 공간의 방문, 문헌과 전시자

료, 이타미 준의 딸과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2. 만남이론의 의미와 특성

2.1. 만남이론의 의미와 형성배경

(1) 만남이론의 의미

이우환은 서양의 근대주의 사상비판, 의식의 표상작용

이나 창조의 부정,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긍정이라

는 모노하의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그 이론의 중심

은 ‘만남이론’으로 귀결되며 ‘신체성’과 ‘장소성’을 핵심으

로 하고 있다. 세계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신

체로, 진정한 작품은 소통을 위한 ‘무(無)의 장소’라는 것

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의 의도는 만남, 즉 관계에 있

고 ‘있는 그대로’의 돌과 철판이라는 구조를 매개로 그

주변은 열린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며 이 열린 공간은 초

월적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장(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예술이론이다.3)

(2) 만남이론의 형성배경과 전개

만남이론은 개인중심주의 혹은 이성중심주의로 집약되

는 서구의 근대를 극복하고자 했던 의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의식은 니시다 기

타로(西田幾多郎)4)의 사상을 재해석한 기반 위에 생성된

2) 이타미 준 바람의 조형, 전시 브로슈어 “근원”에서 발췌

3) 김지연, 이우환의 관계항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2004, p.61

4)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郞) : 1894년 도쿄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순수경험 철학을 배우면서, 주객미분의 ‘순수경험’ 세계를 실재의

근본 실상으로 보는 입장에 도달하였다. 그의 순수경험을 논술한

것이 <선(善)의 연구>(1911)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니시다 기타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8599&cid=40942&categoryId=34258)

것으로 응시하는 주체, 인간중심적 주체의 해체, 창조하

는 주체로서의 인간 개념 해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는 에드먼드 후설(Edmund Husserl)이나 메를로 퐁티

(Maurice Merleau-Ponty)의 영향과도 접목된다.5) <선

(善)의 연구>에서 순수경험만이 유일한 실재라고 생각한

니시다 기타로의 사상을 변용한 이우환은 서구 근대미술

의 전통이란 개념을 표현한 오브제일 뿐이며 이러한 오

브제의 문명 속에서 인간이 접하게 되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순수세계를 만나는 것이 아닌, 작가의 개념을

경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6) 이러한 서구의 근

대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자연과 우주, 인간의

관계에 의미를 두는 동양의 입장에서 서구의 주객을 분

별하는 이원적인 관계의 해체라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의 순수세계와의 만남, 즉 관계를 매개하고자 이우환은

만남이론을 입체화한 <관계항>연작을 1968년부터 현재

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림 1> 이우환, 관계항, 2000 <그림 2> 이우환, 관계항, 2013

2.2. 만남이론의 특성

만남이론의 특성연구에 앞서 만남이론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고찰, 나타난 만남이론의 특성으로 순수 경험으

로의 신체, 변증법적 장소, 만남의 구조로서의 오브제 오

브제를 도출하였다.

연구자(년도) 내용 선행연구 특성 특성도출

장원(2000)

이우환의

타자(他者)와

신체의 문제

∙타자와의 만남
∙조각에서 점유하는 공간의
신체성
∙신체성과 장소성

∙순수
경험으로의
신체

∙변증법적
장소

∙만남의
구조로서의
오브제

서지영(2002)

강민정(2007)

만남이론에

관한 연구

∙탈 장소이동
∙절대모순의 자기 동일
∙여백의 정신성
∙이우환의 동양적 신체관
∙순수경험
∙미학적 경계
∙장소적 미니멀리즘

김지연(2004)

황소미(2009)

김태율(2014)

이우환

작품세계

연구

∙미학적 경계
∙작품의 모순성
∙단순한 구조와 형태
∙장소성
∙비재현, 비제작
∙장소적 미니멀리즘

<표 1> 선행연구를 통해 본 만남이론의 특성

(1) 순수 경험으로의 신체

이우환의 신체에 대한 생각은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적

5) 김미경, 이우환의 입장과 회화들-그 해석의 문제, 현대미술사연구

5집, 현대미술사연구회, 1995, pp.77-78

6) 장원, 이우환에 있어서 타자와 신체의 문제, 홍익대 석사논문, 2001,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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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와 니시다 기타로의 서구를 초극하는 동양적 세계관

에 대한 사고를 결합한 것이다. 메를로 퐁티의 몸과 살

을 재해석한 그는 “세계는 내가 그것에 관하여 행하는

어떤 분석도 앞서서 거기에 있으며 인간은 세계에 내속

한 간(間)주관적 존재로서 우리는 세계에 관해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그 속에 짜여 들어가 행동하고 직관하는 신

체의 항(項)이라고 말한다.”7) 또한 니시다 기타로 초기

사유의 핵심인 <순수경험>에서 “모든 비밀은 신체의 자

기 모순된 양의적인 동시성에서 유래한다. (… 중략 …)

인간이 세계를 대상으로 인식하기 이전에 이미 자각할

수 있는 것은 ‘신체성’ 때문이다.”8)는 말도 같은 맥락에

서 성립한다. 이우환은 세계는 자신과 대립적으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위에 있는 것이므로 세계와 내

가 일체되는 지각9), 그 관계는 만남이 되는 것이라며 주

객미분(主客未分)의 순수경험으로서 신체를 강조한다.

(2) 변증법적 장소

이우환은 자신의 이론에서 인용한 서양의 현상학이 긍

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지각 자체로만

으로 단정함으로써 의식의 무성격성과 불모성을 초래하

였다고 비판한다. 즉 메를로 퐁티나 미셀 푸코(Michel

Foucault)의 지각구조에서 결정적으로 빠져 있는 것은

자기 한정으로서의 자각이다.10) 니시다 기타로는 이 자

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원으로 ‘장소’라는 말을 사용한

다.11) 그가 말하는 장소는 의식의 주체로서의 자아(自我)

를 초월한 의식의 작용과 의식의 대상 모두를 포용하는

공간적 표현이다. 무위나 공즉시색의 선사상에 기반을

둔 니시다 기타로의 철학을 변용한 이우환은 조작의 ‘주

체로서의 인간’ 즉 예술가의 주관은 배제한 채 그 상황

속에서 사물과 사람이 공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12) 이것은

세계를 인식하고 관계를 맺는 방법이자 도구로서의 신체

에 대한 재인식과 신체, 사물들이 관계 맺는 장(場)인 공

간에 대한 재해석으로 이어진다. 결국 그에게 ‘만남’이란

주체로서의 인간을 넘어서 세계가 있는 그대로의 신선함

을 접하게 되는 자각의 순간이며 장소인 것이다.13) 이러

한 이유로 니시다 기타로의 변증법적 장소논리14)를 받아

들인 그는 장소를 때로는 순수개념, 때로는 실제공간의

7) 유연주, 이우환 이론과 70년대 한․일 미술,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0, pp.13-14

8) 이우환, 만남을 찾아서, 미술출판사, 2000, p.56

9) 이우환, 만남의 현상학적 서설, 공간사, 1975.9, pp.50-57

10) 김지연, 전게서, p.57

11) 이찬수, 교토학파의 자각 이론-니시다 기타로를 중심으로,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50집, 2011, pp.273-274

12) 이우환, 무한에 관하여, 월간미술, 1994. 9, p.72

13) 김지연, 전게서, p.56

14) 장소는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을 그러한 사물이나 사건으로 현성하

게 해주는 곳이다. 장소 위에 혹은 안에 있을 때 주·객은 일치한

다. (이찬수, 전게서, pp.286-287)

의미로 융통성 있게 사용하고 있다.

(3) 만남의 구조로서의 오브제

만남의 구조가 되는 그의 조각은 행위를 개입시켜 몸

과 사물이 만나는 관계의 장(場)을 끌어낸 것으로 비재

현(非再現), 비제작(非制作)의 원칙 아래 철판과 돌의 고

유한 물성을 <관계항>이라는 제목으로 결합시킨 것이

다. ‘관계’라는 제목을 생각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우환은 한 사물과 다른 사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주변 공간이 문제가 된다고 여기고 ‘항’

을 덧붙였다.15) 그는 자신이 쓴 <화가의 노트>에서 “물

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은 관계이다. 관계의 절대성에 있어서 물건은 구제받

고 세계는 열린다. 따라서 표현자의 노림은 물건과 세계

를 맺는 관계항(Relatum)을 만들어내는 일, 곧 하나의

한정에 의해 거꾸로 전체를 드러내려는 의도에 있다.”16)

라며 자신의 <관계항>연작에 대해 언급한다. 이러한 의

미에서 이우환의 작품은 ‘만남의 구조제시’가 되는 것으

로 우리 눈에 보이는 ‘돌’과 ‘철판’이라는 대상이 아닌,

‘관계의 공간’을 매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성 내 용

순수

경험으로의

신체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적 신체를 재해석, 세계는 자신과
대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위에 있는 것
이므로 세계와 내가 일체되는 지각, 순수경험으로서 신
체를 강조하고 있다.

변증법적

장소

장소는 작품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것을 넘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개입된 유연한 장소를 말
한다. 이러한 장소에 관해 니시다 기타로의 변증법적인
장소를 인용하였다.17)

만남의

구조로서의

오브제

있는 그대로를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창조보다 진리에

더 가깝다고 주장18)하는 이우환은 니시다 기타로의 사

상을 변용, 나를 줄이면서 외부를 끌어들일 뿐 아니라

외부도 살려서 함께 만나고자 한 것이 그의 작업이다.19)

<표 2> 만남이론의 특성

2.3. 만남이론의 공간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만남이론의 특성으로 순수 경험으

로의 신체, 변증법적 장소, 만남의 구조로서의 오브제를

알아보았다. 이타미 준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전반에 걸쳐 ‘관계항’을 주제로 건축물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20) 만남이론의 공간적 특성을 연구함에 있어

만남이론을 입체화한 작품으로 한정, 이우환의 <관계

항>연작을 통해 공간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5) 김태율, 이우환 작품세계에 관한 연구, 강원대 석사논문, 2014, p.11

16) 이우환, 투명한 시각을 찾아서, 공간사, 1978.5, p.45

17) 김상희, 일본 모노하와 이우환의 관계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2008,

p.21

18) 서지영, 이우환 작품에 나타난 ‘만남’이론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

사논문, 2002, p.8

19) 김지연, 전게서, p.31

20) 유이화 편저, 손의 흔적, 도서출판 미세움, 2014,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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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상성

현상(Phenomenon)이란 객관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것

이 아니라 어떠한 의식에 대한 경험으로서의 대상이 의

식 앞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식의 물리적 또는 비 물리적인 대상이 의식과의 관계

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상학

에서 언급하는 현상, 즉 경험은 대상과의 가장 근원적이

고 원초적인 관계를 의미한다.21) 이우환은 존재의 유무

를 초월하는 무(無)에 이르기 위한 매개체로 신체를 구

현, 신체는 세계와 만나는 신체이며 사유와 한 몸이 된

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신체라고 규정하였다.22) 즉 만든

것과 만들지 않은 것, 자아와 타자, 인공과 자연, 물질과

현상,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서 신체의 행위를 통해 중성

적으로 장(場)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자신의 작품이라

는 것으로 상호성, 동시성으로 인식된다.23) 작품과 장소

의 경계를 애매한 상황으로 연출하는 <관계항>은 돌과

철판이라는 오브제를 매개로 윤곽의 선명함과 흐릿함 사

이의 긴장감을 경험하는 것24)으로 만남이론의 공간특성

중 현상성으로 연결된다.

(2) 맥락성

맥락성의 의미는 공간디자인 자체가 주변 환경이나 역

사적인 내용에서 적합해야 하며 자신과 주변 환경을 중

재(Meditate)한다는 의미를 지닌다.25) 이우환은 1970년대

반향을 일으켰던 <만남을 찾아서>에서 “의식은 세계를

대상화로 몰아가는 표상작용이기 이전에 저쪽 세계의 모

습에 대한 이쪽의 반응이라는 관계성에 주목해야 한다.

세계는 만남에 의해 모습을 드러낸다. 또 세계는 대상의

의식을 초월한 상호매개의 열린 장소이자 안과 밖이 같

이 있는 장소이다.”26)라며 미술을 경계 없는 ‘상호활동적

인 장소’라고 밝혔다. 김영순과 대담에서는 “대상이 있음

으로써 느껴지는 주변의 어떤 것, 말하자면 공기 같은

것을 포함하자는 것이에요. 주변을 나타내기 위해 대상

을 찢어서 발려 놓는다거나 일부를 다른 곳에 가져다 놓

음으로써 사이를 두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간이나

시간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에요. 장소란 즉, 시간성과 공

간성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27)라는 그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 ‘장소’라는 것은 한정되고 객

관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닌, 그 장(場)에 시간성과

장소성을 침투시키는 동시에 자연 자체로 해소되지 않으

21) 채송아, 현상학적 지각이론에 의한 화예 공간 설치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2010, p.7

22) 김지연, 전게서, p.5

23) 이우환, 김춘미 역, 여백의 예술, 현대문학, 2002, p.149

24) 김상희, 전게서, p.22

25) Grahame Shane, Contextualism, Architectual Design, 1976, p.676

26) 이우환, 김신혜 역, 만남을 찾아서, 학고재, 2011, p.37

27) 김영순과의 대담, 세계와 세계의 사이에서 개시하는 신세계, 현대

미술 1990년, 여름호, pp.27-28

면서 확실한 고유성을 유지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새로

운 창조가 아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탈-장소이

동(De-Placement)28)한 <관계항>은 과거의 작품과 동일

하게 돌과 철판을 좌대 없이 바닥 위에 작품을 설치함으

로써 배치된 공간과 작품이 주변 상황과 따로 떨어져 인

식되지 않고, 작품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만남

이론의 공간특성 중 맥락성과 연결된다.

(3) 구축성

구축성은 건축화를 함에 있어서 구조와 재료의 미적

표현을 통해 사물다움의 정체성을 얻는 것이다.29) <관계

항>은 자연이 숙성시킨 바위돌과 산업화의 생산물인 철

판을 ‘있는 그대로' 특정한 장소에 놓아둠으로써 공간,

위치, 상황 등에 따라 각각의 고유성을 발현하는 동시에

여백현상30)을 발휘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자연을

상징하는 돌과 철판이라는 가공된 소재의 공통점은 근원

이 자연에 있다는 것이다. 차이성과 동일성을 동시에 지

니고 있는 돌과 철판은 주변공간 안에서 차이성 때문에

역동적으로 서로 상충하기도 하고 동일성으로 서로 교감

하기도 한다.31) 돌과 철판이라는 재료의 고유성이 강조

되는 단순한 구조로 자연과 인공, 나와 타자, 과거와 현

재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제시한 <관계항>은 만남이론을

입체화한 것으로 공간특성 중 구축성으로 정리된다.

만남이론

특성
관 계 항

공간

특성

순수

경험으로의

신체

<관계항>은 신체의 행위를 통해
중성적으로 장의 상황을 표현하
는 것으로 상호성, 동시성으로
인식된다.

현 상 성

상호성

동시성

변증법적

장소

<관계항>은 임장적(臨場的), 임
시적(臨時的)으로 사물과 장(場)
의 전일성(全一性)을 경험하는
것으로 ‘장소적 미니멀리즘’이
된다.32)

맥 락 성

시간성

공간성

만남의

구조로서의

오브제

단순한 구조로써 돌과 철판이
라는 재료의 고유성이 강조되
는 <관계항>은 타자와의 관계
를 은유한 것이다.

구 축 성

고유성

은유성

<그림 3> 만남이론의 특성과 공간표현 특성

3. 이타미 준의 건축철학과 만남이론

28) 유필자, 이우환에 관하여, 공간, 1996, p.114

29) 김현수,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구축적 표현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

사논문, 2008, p.17

30) 그는 “잘된 그림에는 힘이 있어서 그려진 것들 사이(예를 들어 산

과 산 사이)에 울림을 일으켜 여백이 생긴다.”며 흔히 생각하듯 그

려지지 않은 부분이 여백이 아니라 그려진 것과 공간(그려지지 않

을 것), 그 전체는 물론 주변까지 포함한 것들의 상호 작용에 의한

울림이 바로 여백 현상이라고 풀어낸다. (이우환, 심은록, 양의의

예술, 현대문학, 2014, p.143에서 인용)

31) http://blog.naver.com/kunchangdayo/40089041495

32) 김상희, 전게서,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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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타미 준의 디자인배경

(1) 이타미 준과 만남이론

일본의 한국 건축가33) 이타미 준은 미술대학을 지망

하려 했으나 부친의 반대로 무사시(武藏)공업대학 건축

학과를 입학, 1964년에 졸업하였다. 재일동포 2세로서 일

본사회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그는 1968년 ‘이타

미 준 건축연구소’를 설립하고 건축가를 길을 걷기 시작

했다. 1971년 첫 건축 작품인 ‘어머니의 집’을 발표하기

까지 이타미 준은 여행을 통해서 자신만의 건축언어를

찾으려는 동시에 어려서부터 추상화에 대한 관심으로 여

러 예술가들과 꾸준한 만남을 지속, 건축과 예술의 경계

에서 자기만의 건축 사상을 만들었다. 그는 신문기자였

던 누나의 소개로 재일교포 1세대 화가 곽인식과 각별한

교분관계를 가지며 그의 영향으로 일본 모노하의 동향에

주목했다.34) 1960년대 곽인식 주변에는 이타미 준뿐 아

니라 이우환, 하야시 요시후미(林芳史), 세키네 노부오(關

根伸夫) 등 모노하 작가들이 가깝게 교류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물 본래의 입장에 서서 자연을 한없이 동

화시키는” 그들의 생각은 이타미 준의 조형의식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1975년 이타미 준과 이우환이

조선 민화의 아름다움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함께 저술

한 <이조민화>는 이 둘의 교류를 증명하는 동시에 그가

이우환의 이론에 영향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된

다.35) 이타미 준과 이우환의 관계는 국립현대미술관 <이

타미 준 바람의 조형>전시 세미나 발표 자료를 참고,

<표 3>으로 정리하였다.

시기 이타미 준 (1937년 생) 이우환 (1936년 생)

1950s

무사시 공업대학 입학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중퇴

일본으로 밀항(56)

현대미술에 관심 일본대학 철학과 입학(57)

누나의 학생운동 　

1960s

대학 졸업(64) 일본대학 철학과 졸업(61)

곽인식 만남

(신문사 기자였던 누나의 소개)
‘만남이론’에 대한 고민 시작36)

첫 개인전 '방법으로서의' 개최

(65)

군정반대 및 통일운동에서 곽인식 만

남

단체전 '3인전' 출품 (66)

이우환 만남 (곽인식의 소개)
미술비평

(67, 이시코 준조의 권유)

건축연구소설립

(68, 이시코준조의 권유)
작품 전시활동 시작(68)

세키네 노부오의 '위상-대지' 비평

(69, 모노하를 이끈 계기)

<표 3> 이타미 준과 이우환의 만남

33) 2003년 프랑스 파리 국립 기메 박물관에서 최초의 건축가로서 “일

본인의 한국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이타미 준 개인전을 열었다.

34) 이타미 준, 김난주 옮김, 돌과 바람의 소리, 학고재, 2004, p.138

35) 이타미 준 바람의 조형, 전게서, “근원”에서 발췌

36) 만남이론은 1960년대 초반, 그가 재일교포로서 적응해나가던 시기,

타자의 시선으로 일본을 바라보며 형성한 예술론이다. ‘외부와의

관계성’이 그의 일관된 화두가 된 것도 중간자(中間者)의 정체성으

로 살아온 그의 삶에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이우환, 김춘미, 전

게서, pp.24-25. 김지연, 전게서, p.2 재인용)

(2) 이타미 준의 건축활동37)

① 초기(1971-1988)의 특징은 모더니즘이나 조형주의

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흙, 돌, 금속, 나무 등의 재료들과

콘크리트의 조화와 대비를 이루면서 생생한 사물의 감촉

을 살리는 작업을 하였다.

② 중기(1988-1998)에 그는 일본 건축계가 유리와 철

을 이용한 가벼운 건축을 하였던 반면 반근대주의, 토속

주의에 집중하였다. 철저하게 무거운 건축을 추구하고

토착적인 재료를 사용, 그 땅이 지닌 오래된 가치를 오

늘날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며 지형인자를 반영한 원시적

인 건축형태에 의미를 두었다.

③ 후기(1998-2010)는 매개의 건축을 추구하였던 시기

로 건축이 자연 속에서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바치

는 또 다른 자연이라던 그는 형태와 소재에 대한 집착에

서 벗어나 건축물을 매개체나 중간질로 인식하고 공간과

사람, 인공과 자연 등의 관계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였다.

또한 재일교포라는 경계인이었던 그는 한국의 문화를

일본에 알리기 위해 한국의 건축과 예술 등 다수의 저서

를 집필하고 김수근 문화상이나 무라노도고상 등을 수상

하면서 건축적 업적을 인정받았다.

3.2. 이타미 준 실내공간의 만남이론 표현특성 도출

본 연구는 이타미 준의 실내공간에서 만남이론 표현특

성의 도출에 앞서 우선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나 만남이

론 관점의 실내공간을 분석한 자료가 미비하여 미술 관

련 논문, 이타미 준 논문 사례 및 문헌을 통한 표현특성

을 연구하였다.

만남이론의 공간특성 중 현상성은 작품과 장소의 경계

를 애매한 상황으로 연출하는 돌과 철판이라는 오브제를

매개로 윤곽의 선명함과 흐릿함 사이의 긴장감을 경험하

는 것이다.38) 유이화가 편저한 <손의 흔적>에서 이타미

준은 자신의 건축을 설명하면서 건축은 그 땅의 지형과

‘바람의 노래’가 들려주는 언어를 듣는 일39)이라고 한 바

있다. 또한 건축이 자신과 새로운 세계를 매개하는 역

할40)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그의 건축관으

로부터 상호성, 동시성이라는 표현특성을 도출하였다.

만남이론의 공간특성 중 맥락성은 한정되고 객관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닌, 그 장에 시간과 공간을 침투

시킴과 동시에 자연 자체로 해소되지 않으면서 확실한

고유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타미 준은 <각인의 탑>을

설명하는 글에서 “현대 건축에서 조형의 순수성을 획득

하려면, 작가는 그 땅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문화의 흐

름을 자연스럽게 추출해야 하며 조형 감각과 자유로운

37) 이타미 준 바람의 조형, 전게서, “전개1-전개3”에서 발췌

38) 김상희, 전게서, p.22 (재인용)

39) 유이화, 전게서, p.156

40) 유이화, 상게서,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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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41)을 강조하였다. 또한 <돌과 바람의 소리>에

서 “건축은 인간에 대한 찬가이자 자연 속에서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바치는 또 다른 자연”42)이라는 그의

건축관으로부터 시간성, 공간성이라는 표현특성을 도출

하였다.

만남이론의 공간특성 중 구축성으로 <관계항>은 돌과

철판이라는 재료의 고유성이 강조되는 단순한 구조로써

자연과 인공의 만남을 은유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타

미 준은 <하늘교회>에서 자신이 공간을 구축하는데 있

어 “우선 생각한 것으로 구조 표현과 공간을 일체화하는

것”43)이라 말한다. 또한 “소재의 표현에 대해 의식적으

로 흙, 돌, 금속, 나무 등의 소재를 콘크리트와 대비 시

키면서 (… 중략 …) 소재들은 변화함으로써 영원히 변

하지 않는다는 각성을 낳는다.”44)라는 그의 건축관으로

부터 고유성, 은유성이라는 표현특성을 도출하였다.

만남이론의 공간표현 특성을 도출한 <그림 3>과 이타

미 준의 건축적 입장을 위와 같이 종합하여 <그림 4>와

같이 재정리하였다.

<그림 4> 만남이론 공간특성과 이타미 준의 실내공간 표현특성

3.3. 이타미 준 실내공간의 만남이론 표현특성

만남이론 관점으로 보는 이타미 준의 실내공간 표현특

성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의 실내공간을 연구하여

구축성은 ‘구조와 공간의 일체화’, ‘소재의 은유성’으로,

맥락성은 ‘장소의 맥락성’, ‘공간과 자연의 상호관입성’으

로, 현상성은 ‘자연요소를 이용한 현상성’, ‘오브제를 매

개로 한 경계의 확장’으로 조정, 설정하였다.

(1) 구조와 공간의 일체화

이타미 준의 실내공간은 그가 구축적 표현을 선호한

것처럼 실내공간에 목구조를 그대로 노출하는 등 구조와

공간이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내부공간을 구성하는 구

조와 공간의 일체화를 추구하였다. 석채의 교회<그림

41) 이타미 준, 전게서, p.178

42) 이타미 준, 상게서, p.129

43) 이타미 준, 하늘의 교회, 월간 SPACE, 504권, 11월호, 공간사,

2009, p.55

44) 이타미 준, 전게서, p.80

5>에서 자연석으로 쌓은 외부의 석벽이 내부로 유입, 거

칠게 마감한 내부의 목재 기둥과 트러스 구조를 노출,

유기적인 관계를 표현, 공간과 일체화를 이루고 있다.

<그림 5> 석채의 교회, 1991

(2) 소재의 은유성

물질과 인간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던 이타미 준은 이우

환이 <관계항>이라는 조각 작품에서 돌과 철판으로 자

연과 인공적 구조물을 은유한 것처럼 소재를 통한 은유

성을 추구하였다. 그는 자연에서 생겨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흙, 돌, 철, 유리, 나무와 같은 자연소재를 인공

소재와 대비시켜 소재가 지닌 질감의 존재감과 무게감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서의 긴장된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

하였다.45) 조각가의 스튜디오<그림 6>에서 긴 석벽과

콘크리트로 마감된 공간은 자연과 인공의 은유인 동시에

거칠게 가공한 돌의 병풍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주변 환

경과의 경계를 표현하였다.

<그림 6> 조각가의

스튜디오, 1985

<그림 7> 온양 미술관,

1982

(3) 장소의 맥락성

이타미 준은 풍토, 경치, 지역의 문맥 속에서 본질을

취해 어떻게 건축에 스며들게 할지를 고심하였다.46) 그

는 이렇게 장소가 지닌 맥락성의 힘을 공간에 표현하려

고 노력하였다. 그것은 온양미술관에는 역사적 맥락으로

서 기와지붕을 이용한 방식에서부터 각인의 탑에서 건축

물이 지어지는 지역에서 얻어진 돌들을 이용하거나 포도

호텔에서 그 지역의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를 취하

는 등 장소의 맥락성을 표현하였다.

(4) 공간과 자연의 상호관입성

이타미 준은 지형인자를 반영한 공간의 배치나 개구부

의 설치에 의한 차경 등을 이용, 자연의 요소를 내부로

유입함으로써 실내공간과 자연의 상호관입성을 유도하고

있다. <그림 8>의 안방에서 목재 덧문으로 된 전면 창을

45) 이타미 준, 상게서, p.80

46) 유이화, 전게서,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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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도로 건너편의 풍경을 차경처럼 실내공간으로 상호

관입시키는 방법으로 자연의 흐름을 실내로 유입시켰다.

<그림 8> 먹의 집Ⅱ, 2006

(5) 자연요소를 이용한 현상성

이우환이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적 신체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이타미 준 역시 바라만 보는 건축이 아니라 신

체의 감각으로 공간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현상학적 건축

에 관심을 보였으며 건축물의 공간에 적용을 하였다.47)

<그림 9>에서 그는 그 땅의 지형과 바람의 소리가 들려

주는 언어를 건축에 표현하려고 했던 것처럼 빛과 바람

같은 자연 요소를 실내외 공간에서 민감하게 신체가 느

끼게 하도록 하는 현상학적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그림 9> 바람 미술관, 2006

(6) 오브제를 매개로 한 경계의 확장

이타미 준은 건축이 나와 새로운 세계를 매개하는 그

무엇이라 설명한다. <그림 10, 11>에서 좌대 없이 돌을

사용한 오브제 등은 일반적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 주변이나 동선의 낯선 위치에 던져놓듯 설치하였다.

자연의 은유로서의 돌 같은 오브제를 매개로 이용, 시선

이나 공간의 경계영역을 외부공간으로 확장시킨다.

<그림 10> 조각가의 스튜디오, 1985 <그림 11> 먹의 암, 1998

3.4. 소결

위와 같이 도출한 이타미 준 실내공간의 만남이론 표

현 특성을 바탕으로 <표 4>로 재정리하였다. 재정리한

분류체계는 만남이론 관점으로 본 이타미 준의 실내공간

표현특성을 분석하는 기본 틀로 적용한다.

47) 유이화, 전게서, p.156

공간
특성 표현특성 실내공간 표현 요소

구축성

구조와 공간의
일체화

구조의 구축적 표현을 노출하는 등의 방식에
의한 구조 형태와 공간의 일체화

소재의 은유성
자연소재와 인공소재의 대비 등에 의한 소재의
은유성 표현

맥락성

장소의 맥락성
지역의 지닌 장소의 맥락을 실내외 공간에 반
영한 맥락성의 표현

공간과 자연의
상호관입성

실내공간에서 공간과 공간 사이나 천창, 개구

부에 의한 차경 등으로 자연 요소를 실내로 유

입시킨 상호관입성

현상성

자연요소를 이용한
현상성

실내공간에 빛, 바람 등 자연요소를 이용한 현
상학적 디자인

오브제를 매개로 한
경계의 확장

외부 공간이나 복도 등의 돌 같은 오브제를 매
개로 한 경계의 확장

<표 4> 만남이론의 실내공간 표현특성 분석틀

4. 이타미준 실내공간에 나타난 만남이론의

표현특성

4.1. 대상선정 및 분석방법

분석을 위한 사례선정은 이타미 준의 작품 중 관계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던 2000년대 이후 만들어진 공간으로

답사가 가능한 국내 작품들로 선정하였다. 분석의 대상

은 다음과 같다.

NO 년도 프로젝트 명 위치

1 2000 게스트 하우스 올드 & 뉴 경기/성남

2 2001 포도 호텔 제주/서귀포

3 2006 석 미술관 제주/서귀포

4 2007 두손 미술관 (지중 미술관) 제주/서귀포

5 2008 오펠 골프클럽 하우스 경북/영천

6 2009 방주 교회 (하늘의 교회) 제주/서귀포

<표 5> 분석대상 목록

4.2. 사례분석

선정된 사례의 분석은 앞서 도출한 3.4의 표현특성의

분석틀을 토대로 한다. 분석방법은 직접 공간의 방문, 문

헌과 전시자료, 이타미 준의 딸과 인터뷰를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 종합 분석하여 표현 특성의 분석 정도에

따라 연관성 명백하면 연관성 높음 (●), 연관성이 부분

적으로 해당되면 연관성 보통(◐), 연관성이 보이지 않으

면 낮음(◯)으로 기준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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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개 요 이 미 지 내 용

1

작

품

명

게스트

하우스

올드 앤

뉴

디

자

인

개

요

올드 앤 뉴는 청계산 중턱에 위치한 별장 용도의 건축물로 이름처럼 분위기가 다른 2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에 따라 남측 동(OLD)은 게스트 하우스, 북측 동(NEW)은 별장

이라는 두 동으로 디자인하였다. 법규에 의해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두 동을 평면적으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 어떤 방법으로 빛과 바람을 통하도록 할까, 어떤 방법으로 두

동을 통합시킬 것인가가 설계의 주요 포인트였다고 한다.

분

석

내

용

년

도
2000 구

축

성

구조와

공간의

일체화

◐

남측 동은 곡선의 박공형 지붕, 북측 동은 모던한 박스형태로 외부의 지붕과 실

내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디자인하였다. 실내공간에서 한 동에서는 천정에 보

의 형태를 가시화 시키는 등 구조와 공간과의 관계를 일체화하려는 시도가 나타

나고 있다.

소재의

은유성
●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구축한 이우환의 관계항을 재해석한 이타미 준은 이 별장

에서 남측 동의 흙벽돌은 과거, 북측 동의 흰 대리석은 미래를 표현하였다. 2동

을 연결하는 거실은 목재와 종이로 과거와 미래를 잇는 현재를 은유적으로 표현

하였다.

위

치

경기

/성남

맥

락

성

장소의
맥락성

●

청계산에 에워 쌓인 이 별장은 2채를 관통해서 시선이 마당으로 열리게 한 구조

로 기능에 따라 공간이 분리되는 전통주택의 채나눔 개념을 적용, 역사적, 공간

적 맥락을 표현하였다. 실내공간에서 격자 살에 겹으로 바른 창호지 문과 목재

미닫이 구성이나 개구부에 의한 차경과 같은 방법으로 역사적, 장소적 맥락을 취

하고 있다.

면

적

161.98

㎡

공간과
자연의

상호관입성
●

남측 동의 원형 창과 북측 동의 넓은 미닫이문을 설치하여 외부로의 개방성을

조정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자연을 차경함으로써 실내공간으로 유입, 공간

과 자연의 상호관입을 추구하고 있다.

현

상

성

자연요소를
이용한
현상성

●

남측 동은 태양의 궤적을 모티브로 만든 고창으로 빛이 들어오게 하는 방식, 북

측 동은 창호지를 투과한 은은한 빛으로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빛을 느끼게

하였다. 동에 따라 빛이란 자연요소의 느낌을 다르게 적용하여 현상학적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용

도

단독

주택

(별장)

오브제를
매개로 한
경계의
확장

◐

부출입구가 있는 서쪽, 낮은 담장형태의 옹벽에 수곽이 설치되어있다. 이 오브제

같이 설치된 수곽을 매개로 숲쪽으로 경계의 시각적 확장을 유도하였으나 담장

같은 옹벽으로 인하여 경계 확장에 있어 다소 소극적이다.

2

작

품

명

포도

호텔

디

자

인

개

요

포도호텔은 SK핀크스(PINX) 골프 클럽하우스의 회원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겸 리조트 호텔이다. 제

주의 취락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호텔의 평면과 달리 외관은 포도송이들이 연결된 것 같은 유기적

인 형상의 지붕으로 주변 오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V자형 평면의 호텔은

주변의 자연을 공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자연 속의 건축물로 설계하였다.

분

석

내

용

년

도
2001 구

축

성

구조와

공간의

일체화

●
호텔의 실내공간은 레스토랑이나 객실 등에서 노출된 보와 기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축적 방식에 의한 구조와 공간의 일체화를 볼 수가 있다.

소재의

은유성
●

실내공간은 토착소재의 질감을 살려 가공한 제주석, 검은 철판, 목재, 감물 염색

등의 마감재와 콘크리트나 유리 같은 현대적인 느낌의 인공재료의 대비로 소재

에 의한 지역성과 현대라는 시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위

치

제주

/서귀포

맥

락

성

장소의
맥락성

●

제주의 오름과 함께 전통 취락을 모티브로 클러스터형으로 배치한 호텔의 내부

공간 역시 올래(도입부)-올래목(전곡부)-마당(발전부)-안뒤(종결부)라는 제주 민가

의 독특한 공간을 재구성하여,48) 장소가 지닌 역사적, 지역적 맥락을 취하고 있

다.

면

적

4,050.00

㎡

공간과
자연의

상호관입성
●

로비에서 객실과 객실 사이 틈, 중정에서 외부의 자연이나 하늘로 열려진 보이

드, 곳곳에 대외로 열려진 개구부로 시시각각변하는 제주의 자연을 차경 등으로

내부로 유입, 공간과 자연의 상호관입을 이루고 있다.

현

상

성

자연요소를
이용한
현상성

●

호텔 내부는 중정이나 객실 틈 사이로 빛을 유입시켜 재료의 질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복도 중앙에 위치한 케스케이드(cascade)라는 개폐 가능한 원형 정원의

유리벽을 통해 외부의 공기를 내부로 순환과 동시에 내외부로 흐르는 물소리로

방문객이 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현상학적 디자인을 하였다.

용

도

일반숙

박시설

(호텔)

오브제를
매개로 한
경계의
확장

●

복도와 연결된 객실과 객실 사이의 공간에 위치한 자연과 조응하는 듯한 돌 오

브제는 실내공간에서 강인한 제주의 대자연으로 시선을 유도, 공간의 시각적 경

계를 외부로 확장시킨다.

<표 6> ‘만남이론’ 관점으로 본 이타미준 실내공간 사례분석 1 연관성 높음 (●), 연관성 보통(◐), 연관성 낮음(◯)

48)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

사논문, 2006, p.80 49) http://news.joins.com/article/2769898 (20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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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개 요 이 미 지 내 용

3

작

품

명

석

미술관

디

자

인

개

요

비오토피아 단지 내에 위치한 석 미술관은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닌 자연의 돌 그 자체를 보여

주기 위한 공간이자 건축물 그 자체가 전시물이 되는 곳이다. 즉 ‘무위’의 건축관을 잘 드러낸 석

미술관은 건축가의 의지보다는 바람·돌·여자가 많은 제주도 땅의 기운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공간

이다. 미술관의 형식은 갖추되 전시와 감상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치유와 명상의 공간으로 디자인하

였다.49)

분

석

내

용

년

도
2006 구

축

성

구조와

공간의

일체화

●

석 미술관은 점점 풍화되는 부식강판으로 만든 단순한 박스형 건축물로 천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빛이 유입되는 원통형 실린더가 사선으로 박힌 구성을 취

하고 있다.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최소한의 미술관은 구조 자체가 그대로 공간을

형성하는 일체화를 이루고 있다.

소재의

은유성
●

인공적인 금속성분의 부식강판과 자연의 은유로서의 돌 오브제는 인공과 자연의

관계항을 소재로 은유, 자연과 함께 무르익어가는 건축을 은유하고 있다.

위

치

제주

/서귀포

맥

락

성

장소의
맥락성

◐

석 미술관은 돌이 많은 지형에 던져지듯 위치하고 있다. 금속 박스형 미술관 실

내공간에서 천창의 빛과 조응하도록 놓인 얇은 돌 오브제나 외부에 금속판 위에

놓인 돌들은 좁게는 석 미술관, 넓게는 삼다의 지역인 제주라는 장소의 맥락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간과
자연의

상호관입성
●

전면의 사각으로 열리거나 후면의 바닥에 면한 창들을 통해 제주의 풍경을 실내

로 유입, 창들은 자연의 은유인 돌 오브제를 보는 개구부인 동시에 차경장치로써

공간과 자연의 상호관입을 이루고 있다.면

적

74.25

㎡

현

상

성

자연요소를
이용한
현상성

●

부식강판의 박스형 건축물인 석 미술관은 천창형 실린더를 통해 들어오는 빛으

로 바닥에 깔린 물광 돌을 비추면서 시시각각 떨어지는 빛의 변화를 현상학적으

로 경험하게 한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식이 진행되는 철판이라는 자연소

재는 시간을 촉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현상학적 장치이다.

용

도

문화 및

집회

시설

(미술관)

오브제를
매개로 한
경계의
확장

●

석 미술관에서 사각으로 열린 창 가까이 놓인 돌 오브제들은 산방산과 조응을

하듯 위치하고 있다. 돌 오브제를 매개로 시선은 미술관에서 저 멀리 보이는 산

방산으로 시각적, 공간적으로 경계를 확장한다.

4

작

품

명

두손

미술관

디

자

인

개

요

두손 미술관은 수·풍·석 미술관에 이은 연작의 일부로 두손을 모아 기도하는 형태를 모티브로 디

자인하였다. 견고한 흙 상자 안에서 도자기와 민화 등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설계한 미술관은 때

로는 잘려나간 자연 속의 풍경을 만나고, 자연과 작품이 조응하기도 하며 각각이 변화하는 관계항

으로 디자인하였다50)라고 건축가는 말한다.

분

석

내

용

년

도
2007 구

축

성

구조와

공간의

일체화

●

산방산을 향해 두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적인 형태가 내부 진입

공간에 드러나 있는 두손 미술관은 구조와 땅속에 묻힌 전시공간이 유기적 관계

를 가지며 일체화하는 구축방식을 이루고 있다.

소재의

은유성
●

지하 전시실 내부 벽을 마감한 콘크리트와 실내 일부의 거친 돌로 마감한 벽은

인공과 자연의 은유인 동시에 콘크리트라는 소재는 땅속에 묻힌 ‘흙의 상자’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위

치

제주

/서귀포

맥

락

성

장소의
맥락성

●

거무스름한 전시공간은 음예공간을, 천장의 틈으로 들어오는 빛에 의해 현상적

간(間)분리되는 전시실은 제주 민가의 한거리집을, 계단과 전시실 사이의 제주 돌

담은 올레를 재구성한 것으로 장소의 역사적, 공간적 맥락을 표현하였다.

면

적

220.65

㎡

공간과
자연의

상호관입성
●

두손 미술관은 산방산을 향해 두손을 모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약간 기울어진

각도를 한 다양한 형태의 개구부를 통해 주변 자연환경을 내부로 유입, 주변 자

연과 상호관입을 이루고 있다.

현

상

성

자연요소를
이용한
현상성

●

어두운 땅 속의 전시공간은 천장의 틈으로 들어오는 자연의 빛으로 대리석과 돌,

콘크리트라는 실내 재료의 질감을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

하는 빛에 의한 현상학적 체험을 하게 한다.

용

도

문화 및

집회

시설

(미술관)

오브제를
매개로 한
경계의
확장

◐

전시장 중앙에 돌과 나무로 이루어진 오브제는 잘려진 자연이나 자연을 담은 흙

의 상자를 추상화한 것이다. 그것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땅위의 자연을 전시한 것

으로 해석, 지상의 자연과 거리를 무효화시켜 경계의 확장감을 불러일으키고자

의도한 것이다.

<표 7> ‘만남이론’ 관점으로 본 이타미준 실내공간 사례분석 2 연관성 높음 (●), 연관성 보통(◐), 연관성 낮음(◯)

50) 이타미 준, 두손 미술관, 월간 SPACE, 475권, 6월호, 공간사, 2007,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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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개 요 이 미 지 내 용

5

작

품

명

오펠

골프

클럽

하우스

디

자

인

개

요

성서에 나오는 고대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구릉지를 의미하는 오펠(Ophel)이란 이름을 한 골프클럽하우스

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낮은 언덕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모티브로 취하였다. 이타미 준이

클럽의 실내외 공간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모던 코리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적 디자인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분

석

내

용

년

도
2008 구

축

성

구조와

공간의

일체화
◐

이 클럽 하우스의 전면은 구릉 형태로, 배면은 한옥의 처마를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

실내공간에서 보와 기둥을 연결하는 구축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있으

나 서까래 등으로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소재의

은유성
●

클럽하우스의 내부는 금속과 대나무, 목재라는 이질적인 마감재의 색과 질감을 대비,

물성을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소재의 사용은 자연과 대립하면서도 조화를 추구하는

건축공간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위

치

경북/

영천

맥

락

성

장소의
맥락성 ●

건축물 자체가 자연스럽게 구릉을 형성하는 구조를 통하여 위치한 지역의 자연 환경

과 어우러지는 장소적 맥락을 취하고 있다. 로비 실내공간은 서까래나 위계적인 구성

의 기둥 등을 통하여 역사적인 맥락을 취하고자 하였다.

면

적
3,862.58

㎡

공간과
자연의
상호관입성

◐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복도나 락카의 외부에 정원을 설치, 부

분적인 자연을 실내로 유입한 상호관입성을 유도하고 있다.

현

상

성

자연요소를
이용한
현상성

●
수묵화의 농담을 표현하듯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로비공간에서 천장을 관통한 사각 보

이드는 2층과 1층으로 이어져 들어오는 빛을 내부 깊숙이 끌어들여 극적인 공간을 연

출,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이용한 현상적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용

도

클럽

하우스
오브제를
매개로 한
경계의
확장

◐
검은 철판으로 마감한 락카룸 앞에 거대한 돌 조각이 오브제로 자리하고 있다. 까라

라 원석을 현장에서 직접 가공한 돌 오브제에서 시작한 시선은 락카룸 주변에서 외부

공간으로 경계의 확장을 소극적으로 의도하고 있다.

6

작

품

명

방주

교회

디

자

인

개

요

제주도 비오토피아 서쪽에 위치한 방주교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서 속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

로 디자인하였다. 이 교회는 수·풍·석·지(地)라 이름 붙인 건축 연작 중 하나로 ‘하늘(空)의 건축’이라고

하며 예배공간 외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다목적 공간도 있다.51)

분

석

내

용

년

도
2009 구

축

성

구조와

공간의

일체화
●

방주교회의 외관은 등간격의 목재기둥 구조가 서서히 높게 처리한 지붕을 받치고 있

는 형태이다. 이러한 구조는 내부에서 박공형태의 보와 목재기둥의 구조를 노출, 일체

화된 공간을 이루고 있다.

소재의

은유성
●

자연과 함께 익어가는 건축52)으로 만들고자 실내공간을 마감한 목재와 바닥의 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소재를 이용, 자연의 흐름과 일체화 하는 공간을 은유적

으로 표현하였다.

위

치

제주

/서귀포

맥

락

성

장소의
맥락성 ◐

예배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패턴화된 목재기둥들은 전통건축의 회랑 개념을 차용, 역사

적 맥락을 추구하였다.

면

적

663.25

㎡

공간과
자연의
상호관입성

●

예배실 전면의 하부, 측면의 목재기둥 사이의 유리 하부의 창을 통하여 주변자연의

풍경을 실내로 유입하는 차경으로 공간과 자연의 상호관입을 추구하였다. 교회 주변

을 둘러싼 수공간은 하늘의 움직임을 실내로 끌어 들여 공간과 자연의 상호관입을 강

화하고 있다.

현

상

성

자연요소를
이용한
현상성

●
로비 천창을 통한 빛과 함께 예배공간 측면 아래를 개방하여 시시각각 바람에 일렁이

는 수면에 반사되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 현상적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용

도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

집회장)

오브제를
매개로 한
경계의
확장

●
외부로 향하는 동선에 빗겨져 무심히 던져 놓은 오브제 같은 제주바위들은 비오토피

아의 풍경과 시선의 축을 형성하면서 주변의 자연과 경계를 확장을 유도하고 있다.

<표 8> ‘만남이론’ 관점으로 본 이타미준 실내공간 사례분석 3 연관성 높음 (●), 연관성 보통(◐), 연관성 낮음(◯)

51) 이타미 준, 전게서, 월간 SPACE, 504권, p.55

52) 임진영, 모던 코리아의 유산, 건축가 이타미 준, 조선닷컴

http://fashion.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21/2011092100

810.html (201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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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간

표현 특성

게스트

하우스

올드

앤 뉴

포도

호텔

석

미술관

두손

미술관

오펠

골프

클럽

하우스

방주

교회

구조와 공간의

일체화
◐ ● ● ● ◐ ●

소재의 은유성 ● ● ● ● ● ●

장소의 맥락성 ● ● ◐ ● ● ◐

공간과 자연의

상호관입성
● ● ● ● ◐ ●

자연요소를

이용한 현상성
● ● ● ● ● ●

오브제를 매개로

한 경계의 확장
◐ ● ● ◐ ◐ ●

<표 9> 사례 종합 분석표

5.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만남이론’ 관점으로 본 이타미

준의 실내공간 표현특성을 6가지 분석틀로 분석한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9>과 같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만남이론’ 관점으로 본 이타미

준의 실내공간 표현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실내공간에서 기둥이나 보의 유기적 관계를 직

간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외부의 구조적 형태를 실내구조

와 연결한 구조와 공간의 일체화는 대부분 사례에서 나

타났으나 일부 공간에서는 소극적이거나 노출된 구조가

보이지 않는 공간도 있다. 둘째, 돌, 흙, 나무 등의 자연

소재와 콘크리트 같은 인공소재를 대비시켜 물성이나 색

감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시간의 흐름이나 자연과 인공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모든 사례에서 표현하였다. 셋째, 장

소가 지닌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나 그 장소 자체가 지

닌 맥락성을 표현하는 특징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표

현하였다. 넷째, 미니멀한 공간에서 미닫이문이나 창을

통해 외부의 자연 풍경을 차경으로 실내로 유입하여 공

간을 풍부하게 하는 특징은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나

타났다. 다섯째, 천창이나 고창, 보이드 된 공간으로 빛

등의 자연요소라는 현상성을 체험하게 하는 특징은 모든

사례에서 나타났다. 여섯째, 자연을 은유하는 돌 같은 오

브제를 실내 일부나 외부공간에 설치, 오브제를 매개로

한 경계 확장은 적극적이나 소극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

례에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우환의 만남이론의 특성인

순수 경험으로의 신체, 변증법적 장소, 만남의 구조로서의 오

브제의 공간 특성인 구축성, 맥락성, 현상성은 이타미 준의

실내공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관되게 그만의 공간

적 방식으로 적용,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남이론

의 영향을 받은 이타미 준의 공간을 분석하면서 기술집약

적인 디자인이 만연한 현대 실내디자인의 현실에서 기술

적인 접근이 보여주지 못하는 아날로그적인 접근이 보다

인간 본연의 정서를 표현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이타미 준이란 건축가의 공

간 어휘를 국내 실내디자인과 건축분야에 또 다른 자양분

으로 작용,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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