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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산업 명과 1차 세계 을 겪은 시 환기 던

20세기 , 유럽의 건축가들은 새 시 의 건축을 해

술운동을 통한 새로운 집단 패러다임을 형성했다.

표 인 운동은 각 지역을 심으로 결성된 공작연맹

(Werkbund)이었다. 공작연맹은 1907년 술, 공 , 산업

의 합치를 제안한 리엄 모리스의 이상을 모델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건축을 포함하여- 상들의 새

로운 형태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 에서 독일에서 최 로

결성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1912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1913년에는 스 스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결성되었다.

공작연맹의 결성은 산업과 술의 이 되는 ‘디자인’

의 시 를 열었다는 에서 술사의 큰 기를 이룬다. 건
���������������������������������������������������������
* 이 논문은 2015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2A1A01025899)

축에 있어서는 건축의 상이 ‘ 을 한 주거’로 확장

되었다는 에서 근 술 생산 방식에 근했다는 의

미를 갖는다. 공작연맹의 활동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

은 유럽 각지에서 개최한 주택 시회다. 새로운 건축의

시 에 주거건축은 기존 형식주의와 갈등, 타 을 겪으면

서 조형에 한 새로운 과 해석을 필요로 했다. 이때

공작연맹은 주택 시회는 건축의 시 정신(Zeitgeist)에

한 신념을 표 하는 요한 창구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

를 통해 건축가들은 실험성 강한 작품들을 제시함으로써

시 에 부응하는 양식을 창출하고자 하 다.

주택 시회의 목표 하나는 형태 으로 신 인,

는 모범이 되는 완벽한 건물을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형태는 신의 하나의 표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

다.1) 따라서 시회에서는 주택의 로토타입(prototype)

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범주택 안들이 제시되었다.

1) Cramer, Johannes, Bauausstellungen ; Eine Architekturgeschichte

des 20.Jahrhunderts, Kohlhammer, Stuttgart, 1984.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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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택 시회에 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근 주

거건축에서의 신성, 그리고 이에 동반된 근 주택디

자인의 뿌리가 되는 조형 개념과 그 이면의 계획 의도들

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20년 말부터 1930년 반까지 건

설된 동유럽의 4개 공작연맹 주택 시회 사례를 심으

로 첫째, 근 주택디자인에 있어서의 계획개념과 조형

의 의미를 고찰하고, 둘째, 근 주택으로서의 조형 실험

이 입체 조형 으로, 그리고 의장 조형 요소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근 로의 환기

에 등장한 주거건축의 신 이고 실험 인 조형 시도들

을 살펴 으로써 시 가 요구했던 근 주거의 조형 구축

의 동력이 무엇인지를 악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한다.

1.2. 연구의 상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시기 범 는 1920년 후반부터 1930년

반까지다. 이 시기는 다양한 술사조가 범람했던 19

세기 말과 국제주의 건축이 일시에 확산된 시기 사이의

과도기로서, 근 주택의 태동기라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유럽 역에서 열린 주택 시회 단지는 총 15개에

이른다. 이들 주택 시회들은 시장 자체를 실존하는

부지로 선정했고, 여기에 다양한 주택들을 건설하여

시효과를 극 화했다. 한 근 의 ‘새로운 생활’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실제로 거주할 수 있게 지어졌다. 이때 유

럽 역의 지명도 있는 건축가들이 빙되었다.

본 연구의 상은 공작연맹이 추구한 새로운 주거건축

의 이상들을 잘 보여주는 독일, 체코, 그리고 오스트리아

의 주택 시회 단지들 존하는 4개의 동유럽의 공작

연맹단지들이다. 사례 연구는 체코 르노의 ‘노비 둠’

주거단지와 라하의 ‘바바’ 공작연맹단지를 비롯하여

오스트리아의 빈 공작연맹단지, 그리고 폴란드의 로

츠와 ( 슬라우)2) 공작연맹 주거단지를 상으로

했다.3)

본 연구는 장 사례조사 문헌연구로 이루어졌다.

사례조사는 2016년 3월, 5월, 6월에 각각 오스트리아 빈,

체코 라하, 폴란드 로츠와 를 답사하여 수행했다.

한 2016년 6월 로츠와 의 폴란드 건축센터에서 열

2) 슬라우(Breslau)는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독일 토로서, 독일

공작연맹의 활동무 다. 2차 세계 후 폴란드에 반환되었고,

재는 폴란드 명인 로츠와 (Wrocław)로 불린다. 본 연구에서

는 당시 기 으로 슬라우로 표기하기로 했다.

3) 1920년 말부터 1930년 유럽에서의 공작연맹 시회는 연구

사례로 선정한 4개 시회 외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1927), 칼스

루헤(1929), 베를린(1932, 소실), 뮐하임(1930, 소실) 뮌헨(1928,

소실), 스 스의 바젤(1930), 빈터투어(1932) 취리히(1928, 1931,

1933), 오스트리아의 린츠(1929, 소실) 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 유럽의 독일과 스 스를 제외하고, 지역 , 사회 분 기가

비슷한 동유럽의 4개 사례를 연구 상으로 선정했다. 오스트리아

의 린츠의 사례는 존하지 않은 사례이므로 제외하 다.

린 ‘근 로의 여정: 1929년-1932년의 공작연맹 주거단지

(A way to modernity: The Werkbund estates

1927-1932)’ 시에서 많은 자료를 확보하 다. 문헌자료

는 오스트리아 빈 공 (Technical University of Vienna)

의 주거건축연구소와 빈 건축센터(AzW: Architecture

Center Vienna)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활용했다. 특히 빈

건축센터에서 1930년 당시의 잡지 등 원자료를 많이

확보하 다.

2. 이론 배경

2.1. 주택 시회의 의의

공작연맹의 활동은 1920-30년 에 유럽 각지에서 크

고 작은 주택 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 정 을 이루

게 되었다. 이러한 시는 ‘근 건축 운동’임과 동시에

국제 으로 인정받는 하나의 ‘양식’으로 자리잡게 되었

다.4) 공작연맹의 주택 시회들의 공통 인 목표는 박

한 주거문제에 한 해법을 찾는 데 있어서 ‘사회 요

구, 기술의 진보, 합리화에의 요구’를 ‘ 술 ·문화정책

로그램’에 녹여서 시 정신을 구 하는 것이었다.5)

따라서 시범주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다양한 주

거의 유형과 함께 평면의 새로운 아이디어들, 그리고 다

채로운 창의 건축 조형 시도들이 등장했다. 이때 새로

운 시 에 합당한 새로운 양식(style) 미학(aesthetic)을

4) Ibid., p.76

5) Kirschaniz, Adolf & Kapfinger, Otto, Die Wiener Werkbundsiedlung ;

Dokumentation einer Erneuerung, Compress Verlag, Wien, 1985, p.13

로
젝
트
명

‘노비 둠’

주거단지

(Siedlung

Brno-Zabořesky,

Novy Dúm))

슬라우

공작연맹단지

(Werkbund-

siedlung Breslau)

빈 공작연맹단지

(Werkbund-

siedlung Wien)

‘바바’

공작연맹단지

(Werkbund-

siedlung Baba)

년
도 1928 1929 1932 1932

치
르노,

체코공화국

슬라우, 독일

( 재 폴란드)
빈, 오스트리아

라하,

체코공화국

참
여

건
축
가

Bohuslav Fuchs

Josef St pánek

Jaroslav Grund

Jiři Kroha

Hugo Foltýn

Miroslav Putna

Jan Višek

Jaroslav Syřiśté

Amošt Wiesner

L. Moshamer

H. Lauterbach

Moritz Hadda

Paul Häusler

T. Effenberger

Emil Lange

Gustav Wolf

Adolf Rading

Paul Heim

Albert Kempter

Hans Scharoun

Adolf Loos

Josef Frank

Richard Neutra

Gerrit T. Rietfeld

Otto Breuer

A. Grünberger

Hugo Häring

M.

Schütte-Lihotzky

등 31인

Zdenék Blažek

Otokar Fischel

Karel Fišer

Josef Fuchs

A. Heythum

F. Kavalǐr

Mart Stam 등

16인

규
모 16세 132세 70세 33세

구
조

RC 라멘구조 +

벽돌 칸막이벽

집합주택:

목재, 철골,

콘크리트 기둥

라멘식

단독주택: 통

내력 외벽 구조

통 인

조 식의 내력벽

구조

통 인

조 식의 내력벽

구조

<표 1> 사례 주택 시회 개요



<그림 2> 슬라우

공작연맹단지 주택 시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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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해야 했는데, 이때 그때까지 유지해 온 형 인 주

택디자인의 형식으로부터 탈피한 새로운 조형 어휘들이

필요했다.

건축 양식에 있어서 조형성과 미 요소는 매우 요

한 창조 결과물이다. ‘건축물의 축조와 계된 미’라는

범주가 분명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우리는 ‘조

형’이라 이해하게 된다. 모든 건물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

시에, 그것이 세워져 있는 한 이를 사용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어떠한 시각 인상을 남긴다. 즉, 의식 이든

무의식 이든, 그것은 조자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며,

그 사람의 유기 반응에 수정을 가한다.6) 주택 시회는

건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때 그것을 에게

계몽하는 동시에 신성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공작연맹은 ‘실물 시’라는 방식을 택함으로서 첫째, 실

용에 한 실험과 둘째, 하나의 술작품으로서의 가시

(可視性)과 조성(觀照性)을 의도했음을 알 수 있다.

2.2. 근 주거건축의 양식 창조

허버트 리드(Herbert Read)는 건축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기능의 활동으로서의 ‘건물(building)’에 불과한 것

이 아니고, 건축이 술이라고 부르는 어떤 ‘탁월함’의

기 에 도달하는 한, 그러한 활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했

다.7) 한 건축가가 창조행 에 여한 이상, 그것은

술 행 가 된다. 왜냐하면, 그 이 의 소 ‘건축가 없

는 건축’, 즉 토속 주거(vernacular architecture)와는 분

명히 다른 창작의 과정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

미에서 근 이후 ‘ 들을 한 주거건축’의 디자인에

건축가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건축

6) Mumford, Lewis, 김문환 역, 술과 기술, 민음사, 서울, 1999,

p.135; 137

7) Read, Herbert, 김기주 역, 술의 뿌리, 미학사, 서울, 1998,

p.59

의 경우 한 시 의 조형의 결과물은 도시의 경 을 이루

고, 특히 다수의 조형물이 집합을 이루는 주거는 특정

시 를 규정하는 보편 양식을 갖게 된다.

유럽에서 공작연맹이 활동하던 시기, 독일에서는 ‘신건

축(Neuse Bauen)’ 논의가 한창이었다. 이때 신건축의 의

미는 곧 ‘근 건축’의 의미와 동일시되는 것이었고, 첫째,

새로운 양식의 창출, 둘째, 들을 한 량생산 시

의 건축활동이라는 두 커다란 목표를 갖고 있었다. 오스

트리아 공작연맹단지의 건축 감독이었던 요제 랑크

(Josef Frank)는 “이제까지의 양식(Stil: style)은 제약이

다. 장식과 치장은 불필요하다. 모던 주거는 특정한 형태

시스템에 얽매이기보다는 오직 원 인 형태에 공간을

결합할 수 있다. 한 편리한 주거는 어느 시 어떤 장

소에서든 생성될 수 있다.” 8)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시

에 걸맞게 경제 으로 미학 으로 주거건축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곧 주거건축에 여하는

건축가의 조형 행 를 의미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고 건축으로부터의 양식 변화는

1900년 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이 시기의 양

식 변화가 아방가르드 시도, 즉 개별 인 아르 보

스타일의 장식 창조로서 공동의 양식이 되지 못한 한계

를 갖고 있었다면, 이때부터는 개인을 넘어선 양식의 창

조에 한 요구가 강했다. 이때 주로 큐비즘 순수함의

힘이 큰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형태와 내용을 일치시키

는 미 목 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했고, 동시에 양식이

추구하는 윤리 목표이기도 했다. 9) 신 건축의 두

갈래는 첫째, ‘ 구스 공장’10)의 와 같이 통 인 형

태를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하는 것, 둘째, ‘로스하우스’11)

의 와 같이 자유로운 창작의 힘으로 완 히 새로운 건

축 형태의 세계(Formwelt)를 창조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12) 공작연맹의 경우 후자의 길을 선택했음은

자명하다.

2.3. 오 제로서의 건축물과 조형요소

건축은 3차원 덩어리인 매스(mass)와 내용이 되는 의

지(will)를 엮어서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이때 모든 특

정 시 의 특정 공간은 그 당시의 재료의 형태 사고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 결과는 구성(composition)으로 표

되는데, 이것이 집단 으로는 하나의 양식, 즉 스타일

8) Kirschaniz, Adolf & Kapfinger, Otto, op. cit., p.7

9) Huse, Norbert, Neues Bauen 1918-1933 ; Moderne Architektur in

der Weimarer Republik, Moos, Munchen, 1975, pp.10-12

10) 발터 그로피우스가 설계한 독일 베를린의 구스 공장(1919)은 유

리 커튼월로 이루어졌고, 기능 형태를 갖도록 설계되어 근 건축

의 효시로 평가된다.

11) 아돌 로스가 설계한 오스트리아 빈의 로스하우스(1909)는 하부

기단부를 제외하고 양식과 장식을 거부한 단순 백색의 박스형 건

물로 역사주의 양식으로부터 탈피한 건물의 표 사례로 꼽힌다.

12) Ibid., p.9에서 재인용.

<그림 1> 르노의 ‘노비 둠’

주거단지 주택 시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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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별 로젝트에서는 오 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건

축가의 작업의 본질은 요구에 부합하는 각각의 유닛, 즉

공간 요소를 조화로운 시스템으로 창조하는 것이다.13)

건축에 있어서는 미(美)와 효용(效用), 상징과 구조, 의미

와 실제 기능이 어떠한 형식 분석으로도 거의 분리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주거 건물의 유형, 단 세 계획, 그 시 거주

자들의 요구,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사회 요구들은

평면을 이루고, 한 평면은 3차원 인 건물의 조형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이때 건물의 조형이 근 주거

공간에 한 요구와 어떻게 조응하는가에 한 문제는

공간과 건물의 안 계를 형성하는 매우 요한

이 된다. 건축 작품은 동 인 내용, 즉 생활을 감싸는 정

인 외피라 할 수 있는데, 내용은 종종 그 외피와 모순

계에 있기 때문에 건축가는 이 모순을 건축 인 면과

술 인 면에서 해결해야 한다.14) 를 들어 평면은 공

간구성에 따라 융통형, 개방형, 자유형, 라움 란형 등으

로 분류할 수 있고, 이들은 모두 ‘공간의 조합’으로부터

구성되는 것이다. 이는 외 에서의 벽면의 비례와 요철

형성, 창의 배분, 층과 높이의 구성으로 표출된다.

한 순수한 조형 의식에 근거한 건축의 조형 ·형태

실험은 건물의 볼륨과 면의 조작, 그리고 그것을 보

완하는 의장 요소들에 의해 완성된다. 즉 매스와 입면

을 창조하는 논리에 한 문제를 살펴보면, 공간을 감싸

는 외피로서의 입면은 자연스럽게 그 볼륨을 표 하고,

입면은 벽과 창의 비례를 이룬다. 건축가의 디자인 과정

은 리듬감과 통일성, 균형감을 추구하고, 다양한 건축

요소들을 유기 으로 재배치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질서

를 부여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를 해 건축가는 특정

건축 조형 요소들을 창조하거나 선택하게 되는데, 이

때 근 시기 형성된 새로운 미의식이 작동하게 된다.

3. 공작연맹 주택 시회의 계획 개념과 조형

3.1. 사례 주거단지의 계획 개념

(1) ‘노비 둠’ 주거단지(Siedlung Brno-Zabořesky: Novy Dúm)

체코 공작연맹에 의해 주도되어 체코 제2의 도시 르노

에 건설된 공작연맹단지는 ‘체코의 시 문화를 한

시 (Ausstellung für zeitgenössische Kultur in der

C.S.R)’라는 주제로 1928년 개최되었다. ‘노비 둠(Novy

Dúm)’, 즉 ‘Das Neue Haus(New House)’라는 별칭을 갖

는 단지로서, 근 건축의 신성을 추구하는 시범단지로

서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15)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건

13) Slapeta, Vladimir(Ed.), Czech Functionalism, 1918-38, Architectural

Association Publications, London, 1987, p.164

14) Michelis, Panayotis, A., 김진 역, 건축미학, 까치, 서울, 2007, p.55

축가 9인이 참가하여 16

호의 주택이 건설되었는

데, 독일 슈투트가르트

공작연맹단지의 계획개

념을 따라 모든 세 에

채 , 통풍이 가능하도

록 배치했고, 녹지에의

근도 수월하도록 했

다. 이 단지는 ‘지하층은

없이 할 것, 지층은 가사공간으로 할 것, 거실과 침실은

상부 2개 층에 계획할 것, 지붕층에는 옥상정원을 둘 것’

등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이에 맞추어 계획되었다.

한 실내에는 빌트인 가구를 설치했으며 표 화된 문과

창을 설치했다.16) 이 주택 시회는 다른 사례 주거단지

와 달리 소규모 단지를 구성했고, 민간 건축시행사에 의

해 건설되었다. 한 이 단지는 상당히 진 인 디자인

이 용되었는데, 이 때문에 건축시행사는 입주자 모집

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산에 이르게 되었다.

(2) 슬라우 공작연맹단지 (Werkbundsiedlung Breslau: WuWa)

1929년 건설된

슬라우 공작연맹단지

는 당시 바이마르공화

국의 땅, 재 폴란드

지역인 슬라우에

건설되었고, 이 시기

주택 시회 독일

건축가만이 참가한 유

일한 시회 다.

슬라우는 동유럽이면

서 독일 문화가 유지

되는 도시로서, 그 정

체성을 확인코자 하는

의도도 동시에 있었다.

총 132 세 의 주거에

는 각각 다른 로그램이 용되었으며, 기능과 목 을

갖는 다양한 주거 타입이 선보 다. 가장 우선되는 목표

는 주택의 량생산과 공 의 수단을 기능 , 경제 측

면에서 모색하고 ‘근 구조’를 시험하는 것이었다.17)

술 감독은 아돌 라딩(Adolf Rading)과 하인리히

라우터바흐(Heinrich Lauterbach) 다. 주제는 ‘주거와 작

업공간(WuWa: Wohnung und Werkraum, Dwelling and

work space)’으로, 주거공간 외에 작업공간을 함께 계획

하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 다. 한 단독주택으로는 당

15) Cramer, Johannes, op. cit., pp.42-43

16) http://www.wuwa.eu

17) 박상 외. 근 시범주거의 시 응성에 한 비교연구, 한

건축학회논문집, 제14권, 4호, 1998.4, p.59

<그림 4> ‘노비 둠’ 공작연맹

주거단지 모형

<그림 3> 슬라우 공작연맹단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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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 하에 연립주택

과 아 트도 다수 계획되었으며, 경제성을 고려하여 소

규모 주택의 렴한 건설에 비 을 두었다.18) 주거는 안

락하고, 넓고, 편안해야 한다는 기능주의 시각을 갖고

계획되어, 미학 ·기술 으로 하나의 이상 모델을 제시

하고자 했다. 주거규모는 거주자 규모를 정확히 계산해

서 산정했고, 독신자 은 부부를 고려한 작은 규모

의 주거 주로 계획했다. 슈투트가르트의 주택 시회를

모델로 하여, 새 시 에 부응하는 주거를 계속 탐색하고

자 했으며, 이때 ‘실용주거(Gebrauchswohung)’라는 개념

이 도입되었다.19)

(3) 빈 공작연맹단지 (Werkbundsiedlung Wien)

빈 공작연맹단지는 오스트리아 공작연맹 의장인 요제

랑크가 술감독을 맡았고, 당시 활발히 활동했던

아돌 로스(Adolf Loos)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건축가

외에 후고 헤링(Hugo Häring), 리처드 노이트라(Richard

Neutra), 헤리트 리트펠트(Gerrit Rietveld) 등이 되

었다. 이 단지는 근 핵가족을 한 소형의 단 세

주로 계획되었다. 작은 주거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

양하고 질 좋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근 단지의 유

토피아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테면 소규모 주

택이지만 부분 정원을 사용할 수 있는 주택들이 주류

를 이루었고, 평면은 최소한의 공간으로 최 한의 안락

함을 제공하고자 했다. 경제 이고 인 –당시의

시 에서- 주거는 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공개된

주택 시회 단지에는 방문자가 쇄도했다.20)

한 이 주거단지에서는 70종류의 주거 유형이 제시되

었다. 이러한 다양한 주거유형은 추후 시리즈로 응용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유형을 개발함에 있어서 도시 개

념은 그다지 요하지 않았고 각 건물의 개별성이 더욱

요시되었다. 그 결과, 이 단지는 건축가마다 개성을 추

구하고 제한된 조건 하에서 독자 인 공간 창조를 시험

18) 정성훈. 건축박람회를 통한 주거건축 유형의 변천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제16권, 10호, 2000.10. p.7

19) Cramer, Johannes, op. cit., pp.42-43

20) 8주간의 공작연맹의 주택 시회 단지에는 개방 기간 동안 12,000

명이 방문했고, 가이드 투어에만 4만 명이 참석했다.(Architektur,

2016.2. p.53)

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21) 빈 공작연맹단지의 요제

랑크는 이 주거단지에 해 “이 단지는 시범주택으로

서 서로 건물들을 독립 으로 구성했다. 외 은 획일

이지 않은 통일성을 목표로 했고 어느 정도의 변화를 허

용했다. 이 단지는 주거 건축의 유형화를 추구했지만 규

격화를 추구하지는 않았다. 한 새로운 건설방식을 도

입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22)

(4) ‘바바’ 공작연맹단지 (Werkbundsiedlung Baba)

‘바바’ 주거단지는 공작연맹 단지 건축주의 사 인

자 으로 지어진 유일한 단지로서, 건축가의 개성을 드

러내는 주 실험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보편 주거형태인 단독주택만으로 지어다. 주택

들은 경사가 있는 지 에 여유롭게 배치되었다. 모든

주택은 언덕 에서 남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로에 면

한 상황에 따라 진입이 북측 는 남측에서 이루어진다.

를 들어 1-8번지는 가로 쪽이 면이며, 10-15번지는

가로 쪽이 후면이 된다.23)

<그림 6> 바바 공작연맹단지 아이소메트릭

공간 로그램 역시 개별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부부

를 한 소형주택, 가족형 빌라, 공동주거 개념이 목

된 다가구주택, 아틀리에 주택 등 다양한 유형과 평면으

로 제공되었다. 보편 건물 유형을 채택했지만 이 단지

의 디자인 역시 다른 공작연맹 단지와 같이 아방가르드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서, 그동안의 형 시민주택

과는 내용 , 외형 측면에서 상당한 차별성을 보

다.24)

3.2. 주택 시회의 근 주택 이상과 조형

(1) 근 주택 이데올로기의 이미지화

1920년 말∼1930년 는 새로운 양식의 요소와 유

형의 창조에 한 요구가 휩쓸던 시기 고, 당시의 건축

21) Ruckhardt, Lucius(Ed.), Der Werkbund in Deutschland, Östereich

und der Schweiz from ohne Ornament, Deutsche Verlags-Anstalt,

Stuttgart, 1978. p.110

22) 빈 건축센터의 공작연맹단지 견학 로셔 내용. (P. Good Architekten,

Werkbundsiedlung Wien, Architekturzentrum Wien, 2011)

23) Blau, Eva, Rotes Wien Architektur 1919-1934 ; Stadt-Raum-Politik,

Ambra, Wien, 2014, p.223

24) 남일, 유럽의 주택 시회를 통해 본 주거건축 계획의 시 쟁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6권, 6호, 2007.12, p.4

<그림 5> 빈 공작연맹단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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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는 공

작연맹단지에서 다

양한 방식으로 표출

되었다. 를 들면 체

코의 ‘바바’ 주거단지

에서는 ‘신건축(Neues

Bauen)’으로 표되

는 독일 근 건축,

르 코르뷔지에의 순

수주의(purism) 등에

서 향을 받은 체

코 기능주의의 성향

이 복합 으로 나타났다.25) 하지만 건축 조형, 특히 주거

건축에서 조형은 양식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근 건축에

서는 건축과 거주자의 응 계에 한 고민 역시 동반

되었다. 근 주택은 ‘공기(통풍), 빛(채 ), 개방성(공간

여유)’라는 지그 리트 기디온(Siegfried Giedion)의 규범

이 통용되었다. 를 들어 ‘바바’ 주거단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가로로 긴 창’은 르 코르뷔지에식의 근 건축 5

원칙에 따라 채 면 을 극 화하고 투명성과 망을

고려한 개방성을 확보하고자 한 의도다.

근 주택의 용 상은 근 가족으로서, ‘바바’ 공작

연맹단지는 산층, 그 외 주거단지는 핵가족의 소시민

거주자을 한 것이었다. 이 소시민을 한 주택에는

‘최소한의 주거(Existenzminimum)’의 개념이 용되었고,

이것이 궁극 으로는 형태의지(Formwillen)에 이르게 되

었다. 즉, 모든 형태에 해 선입견 없는 태도를 갖도록

했으며, 과시 인 사드를 거부한 것이다. 이처럼 형태

는 단지 미학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취향

의 문제’로 작동했다. 26)

한편 빈 공작연맹단지에서는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공

간이 요시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인 형태

특성을 볼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는 평지붕, 합리 평

면, 작은 규모, 그리고 내, 외부의 다채로운 공간 변화

등은 공통 특징이었다. 특히 슈투트가르트 주택 시회

의 경우와 반 되는 입장을 취해, 근 주거건축에 한

다른 갈래를 형성하고 있다. 를 들어 기념비성을

배제하고 소박한 미를 추구했으며, 의도 으로 국제주의

의 백색건축에 반 되는 채색을 도입했다.27) 한 과감

한 형태를 취하거나 건축가의 아이디어 공학 가능

성을 시험하는 신, 사용자의 요구를 반 하는 데 더욱

을 두었다. 근 시민에게 가치 있는 거주환경을 제

25) 2016년 6월 로츠와 의 폴란드 건축센터에서 열린 ‘근 로의 여

정: 1929년-1932년의 공작연맹 주거단지(A way to modernity:

The Werkbund estates 1927-1932), 시회 설명 내용.

26) Huse, Norbert, op. cit., pp.64-66; p.91에서 재인용.

27) Weihsmann, Helmut, Das Rote Wien ; Sozialdemokratische Architektur

und Kommunalpolitik 1919-1934, Promedia, Wien, 2002, p.347

공하고자 하는 목 이 매우 요했으며, 이러한 합목

성을 아름다움에 일치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주거를 통

해 사회 공동의 사상과 문화를 정립하는 데 일조하는 것

이 이 주거단지의 목표 다.28)

여러 공작연맹단지 빈을 심으로 개되는 활동들

을 보면, 새로운 양식의 도입에 있어서 지역의 술

통이나 과거의 유산과 치열한 충과 수용의 과정을

거쳤음을 볼 수 있다. 동시 활동한 아돌 로스가 “장

식은 죄악이다”라고 천명했듯이, 빈에서는 과거를 부정

하고 근 양식을 추구하는 갈망이 지 했다. 빈 주거

단지의 경우 ‘극단 으로 벌거벗은 아름다움’을 모색했는

데, 이는 형태, 색채, 기능, 건설방식, 자연환경 등등의

요인들을 총체 으로 합치시킨 결과다. 한 건물의 디

자인이 원한 미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 를 넘

어선 형태를 이식하고자 했다. 이것은 결국 역사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 다.29)

역사주의를 극복하고자 한 열망은 많은 건축가들의 조

형 시험무 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 주거단지는 다

양한 주거유형의 시장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구조 개념보다 거주성을 우선시하여, 건축가에

의해 거주자의 생활이 강요되는 것에는 반 했다. 즉 건

축가의 유토피아 개념은 거주자에 이 맞추어져 있

었고, 그런 의미에서 독일 공작연맹의 주거단지에서의

시도들보다는 덜 신 이었다.30) 즉 빈의 경우는 독일

에서의 근 건축의 시도 -‘새로운 건축(Neues Bauen)’을

추구하는 선언 ·규범 이데올로기 특정한 미학

시스템(äthetisches System)-에 항하는 입장이었다. 즉

획일성 혹은 통일성 보다는 개별성에 을 두었으며,

가능한 다양한 주거타입을 개발했다.31)

독일의 경우 공업화와 표 화의 이념이 강하게 작용하

고 형태 실험 역시 합리화와 유형화로부터 도출되었

던 반면, 빈에서의 그것은 건물의 순수한 내용과 조형에

더욱 집 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헬무트 바이스만

(Helmut Weihsmann)은 ‘성숙한 즉물성(kultivierte

Sachlichkeit’이라 규정했다.32) 즉 독일 주거건축에서의

즉물성(Sachlichkeit)이 산업화, 공업화, 유형화를 주제로

한 물리 인 측면을 요시 했다면, 빈의 경우는 ‘최소한

의 공간에서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최 심사

고 주거문화에 한 연구와 함께 계획 아이디어를 보

다 요시했던 것이다. 이는 빈이라는 지역에서 형성된

사회 · 술 토 와 무 하지 않을 것이다. 한 오스

28) Förster, Wolfgang & Seidler, Harry, Sozialer Wohnungsbau, innovative

Architektur, Wohnpark Neue Donau Wien, Prestel, München, 2002,

p.19

29) Kirschaniz, Adolf & Kapfinger, Otto, op. cit., pp.11-12

30) Cramer, Johannes, op. cit.,. pp.168-170

31) Blau, Eva, op. cit., p.158

32) Weihsmann, Helmut, op. cit., p.347

<그림 7> 근 주택의 이상 거주성을

표 한 공작연맹 단지의 이미지

(출처: Faculty of Architecture Czech

Technical University in Prague, Baba

Housing Estate ; Plans and Models,

Prague, 2000,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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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아가 독일처럼 주택 경제사정이 나쁘지 않았던

것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2) 독립 조형 개체로서의 새로운 유형 용

공작연맹 주택 시회들의 특징은 그동안 유럽에서

형 인 도시주거로 통용되어 왔던 정형의 블록형 집합

주택의 유형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했다는 이다. 주택

시회는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여 건설됨으로서 기존의 도

시 상황과는 무 하게 자유로운 건물의 디자인이 가능

했다. 독립 으로 세워진 다양한 유형의 건물은 다양한

형태를 낳았다.

르노의 ‘노비 둠’ 주거단지는 단독주택 주로 계획

되었는데, 이들 다층 단독주택은 단일건물, 2호 연립, 3,

4호 연립 등으로 다양하게 조합하여 새로운 비례감을 갖

는 건물 형상을 갖는다.

슬라우 공작연맹단지에는 가장 다양한 주거 유형

들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건물의 형태와 규모에 있어서

도 단지 내부에서 서로 극 인 비를 보인다. 단지의

남측에는 작은 주택들과 연립주택들을, 북측에는 단독주

택 독신자들의 주택들이 배치되었고, 각각 개별 인

건축 형태들을 갖는다. 33) 공동주택의 경우 계단실형, 편

복도형, 고층 건물, 스 릿 벨(split level)형 등이 계획

되었고, 단독주택의 경우 테라스하우스형, 단독형, 2호연

립형, 그리고 큰 규모의 독립형 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형식을 취했다. 이 단지는 4개 사례 주거단지 아

트 형식이 있는 유일한 단지인데, 건물의 매스와 규모

가 층의 단독주택들과 비를 이룬다. 한 길게 이어

지어진 연립식 층 단독주택 블록(Reihenhauszeile)은 5

명의 건축가가 합동으로 설계했는데, 단일 건물로 보일

만큼 외 의 통일성을 이루었고, 길고 낮은 건물의 형상

이 독특한 비례감을 보인다. 한스 샤로운(Hans Scharoun)

이 설계한 독신자주거는 단독주택과 호텔 개념 사이에

치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모델로서, 후일 보편화될

통상 인 아 트 형상을 취한다. 34)

빈의 경우도 원도시 정책에 의해 새로운 부지를 마

련하여 건설되었기 때문에 단지의 건물들은 기존의 도시

문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도시 요소가 배제

된 상태의 독자 인 건물은 조형 실험을 가능 하는 바

탕이 되었다. 한 새로이 창조된 유형은 새로운 비례감

을 갖는 3차원 매스를 이루며, 이것은 곧 조형으로서의

입체, 오 제로서의 건축물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다.

를 들어 요제 호 만(Josef Hoffmann) 설계의 연립

형 단독주택35)은 기존의 단독주택의 이미지를 직 표

33) Eckstein, Beate et al., Auf dem Weg zum neuen Wohnen ; die

Werkbundsiedlung Bresla, 1929, Birkhäuser, Basel, 1996. p.21

34) Cramer, Johannes, op. cit., pp.138-141

35) 이 건물은 일견 공동주택으로 보이지만 엄 히 규정하면 각 주택

이 독립 출입구를 갖는 다층주택이 연속되어 있는 형식이다. 그

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은 지로부터 직 진입하는

출입구가 2개씩으로, 단독주택으로서의 개별성을 확보했

으며, 이러한 요소는 긴 건물 형태에 리듬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개별성은 원도시에 한 일종의

‘선언(manifastation)’이며, 근 건축의 진보 인 형상을

표 하고 있다.36)

‘바바’ 주거단지는 산층을 한 단독주택 주로 구

성되었고, 각기 다른 규모와 형상의 다양한 단독주택

로토타입(prototype)들을 보여 다.

4. 사례분석: 근 주택으로서의 조형 실험

4.1. 입체조형 실험

(1) 입방체의 미학

‘노비 둠’ 주거단지의 경우, 평면 내부는 다이내믹한

개방성을 보인다. 이는 조 신 콘크리트 는 철골의

외벽 구조를 취함으로써 내부의 내력벽을 없앤 결과

다.37) 외벽에는 면 을 극 화한 철 임의 창을 배치

하여 채 효과를 높 고 과감한 디자인이 건물 외피를

더욱 강조했다. 이 단지의 단독주택들은 보통 1층의 설

비 서비스 공간, 그 상부 두 개 층의 주거공간, 그리

고 평지붕의 옥상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는 빌트

인되어 있었고, 창과 문 등 개구부는 표 화되어 공장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되었다. 평면은 ‘합리 인 평면’을

목표로 하여 층고가 모두 같았고, 매스는 입방체를 취했

다.38) 3층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 입방체는 단일 건물, 2

호 연립, 3, 4호 연립의 다양한 조합을 보인다.

슬라우 공작연맹단지의 경우, 합리 인 ‘기계건축’

을 추구했으며, 형태는 기능에 맞게 이성 으로 만들어

지도록 했다. 이는 결과 으로 명료하고 단순한 형태로

나타났다.39) 하지만 이 단지에서 루드비히 모샤머

(Ludwig Moshamer) 설계의 3층 연립주택 끝단에 부가

된 에 랑에(Emil. Lange)의 입방체의 블록 외에 입방

체의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빈 공작연맹단지의 경우, 이 로젝트의 술감독인

요제 랑크는 주거공간의 평면에 해, “잘 설계된

집은 좋은 도시와 같아서 자연스럽게 길을 안내하고

장에 이르게 하며, 오래된 도시와 같이 편안하고, 구에

게 길을 물을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그곳에 응하게 되

는 것이다”40)라고 했다. 이와 같은 개념 하에서, 주택의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단독주택으로 분류했다.

36) Weihsmann, Helmut, op. cit., pp.349-353

37) Slapeta, Vladimir(Ed.), op. cit., p.65

38) 2016년 6월 로츠와 의 폴란드 건축센터에서 열린 ‘근 로의 여

정: 1929년-1932년의 공작연맹 주거단지(A way to modernity:

The Werkbund estates 1927-1932), 시회 설명 내용.

39) Eckstein, Beate et al., op. cit.,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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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들은 통상 인 실의 기능 배분보다는 하나의 완결

된 세계를 조직하는데 더욱 주안 을 두었으며, 이를

체 매스 조형 형태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

다. 표 인 개념이 라움 란(Raumplan)41)이라고 규정

되는 3차원 공간 연결 방식이다. 를 들어, 가변 벽체

가구로 공간을 통합, 분리 가능토록 하거나, 공간을

엇갈리는 두 벨로 분리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낮은 천

정고의 공간들과 높은 층고의 거실을 병치하여 배치한

후, 그 상부에 다시 낮은 층고의 공간들을 배치하고

벨차가 있는 공간들을 평면 간에 있는 원형 계단으로

이어주기도 한다.42) 이는 ‘최소한의 주거(Exixtenzminimum)’

개념 하에서 공간 약을 목표로 원룸의 형식을 부분

으로 도입하면서 동시에 바닥면과 높이 등의 구성과 연

결을 계산해서 계획한 결과다.43) 이와 같은 사례는 아돌

로스와 헤리트 리트펠트 설계의 주거블록에서 볼 수

있다. 빈 주거단지에서는 라움 란과 조 으로 보수

인 평면도 다수 나타나는데, 두 사례 모두 단 세 는

입방체의 형상을 보인다.

‘바바’ 주거단지는 부분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

고, 형태는 ‘노비 둠’ 주거단지나 빈의 사례와 달리, 수직

성향이 강한 입방체보다는 가로로 긴 형태의 입방체 형

태가 많이 나타난다. 큰 주택의 규모가 그 이유가 되는

데, 이로 인해 내부공간 계획에서도 다양성을 확보할 여

지가 있었다. 따라서 입방체 안의 평면은 개방성을 갖기

도 하고, 다양하게 분할되기도 한다.

(2) 볼륨과 매스의 조작

사례 주거단지의 건물 매스들은 기본 으로 입방체를

로토타입으로 삼으면서 출발했지만, 많은 경우 디자인

의 여러 변주를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노비 둠’ 주거단

지의 사례들은 강한 정형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매우 강

해서 매스 자체가 변형된 사례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슬라우의 공작연맹단지의 경우에는 다양한 주거타

입과 함께 다채로운 조형 실험이 시도되었다. 이 단지

에는 ‘유기 건축’, ‘국제주의 건축’, ‘백색 건축’ 등 동시

의 건축 디자인 개념들이 총동원되었으며, 이 외에도

소 ‘기하학 볼륨의 기능주의(functionalism of geometrical

volumes)’44)라는 개념이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즉 기능주의를 따르되, 볼륨과 매스를 다룸에 있어서 경

직된 육면체를 변형시켜 셋백(set back)시키거나, 매스를

40) Ruckhardt, Lucius(Ed.), op. cit., p.112

41) 로스는 산층을 상으로 하는 주택에서 최 한의 ‘공간 약과 경

제성’으로 안락함을 부여하고자 하는 데 역 을 두었고, 이것이 라

움 란의 기본이 되었다.(Ibid., p.110)

42) Steinmetz, Mark & Panek, Sandy, Der Atchitektur Führer, Verlagshaus

Braun, Wien, 2007, pp.174-177

43) Cramer, Johannes, op. cit., p.44

44) 2016년 6월 로츠와 의 폴란드 건축센터에서 열린 ‘근 로의 여

정: 1929년-1932년의 공작연맹 주거단지(A way to modernity:

The Werkbund estates 1927-1932), 시회 설명 내용.

덧붙이거나, 건물 일부의 규모를 증 시켜 변화를 주는

등의 방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단지의 주택들은 사례

단지들 가장 다양하고 변화 있는 형태를 보인다.

빈 공작연맹단지의 경우, 1층에 계단실이나 의 매

스를 부가하고, 상부층의 매스를 셋백시켜 옥상정원으로

사용하면서 매스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조형 이고 역

동 인 형태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한 거실, 1층의

지붕 있는 테라스 휴게공간, 옥상정원 등의 공간구성 변

화를 통해 입면을 분 하기도 했다. 볼륨과 매스가 조작

된 가장 특별한 디자인은 안드 루카트(Andre Lucat)

설계의 연립주택이다. 주거동 공용공간인 반원형 계단실

은 거주공간으로부터 분리해 계획되었고, 이로써 내부에

서의 공간 구획이 수월하도록 했다. 동시에 이 계단실은

건물의 부가 조형성을 강조하는데 일조한다. 45) 가로

쪽의 창 없는 입면은 매스감을 더욱 강조한다. 이 건물

은 남측의 가로로 긴 창과 함께 르 코르뷔지에의 페삭

단지 스타일을 연상 한다.46)

‘바바’ 공작연맹단지의 경우 입방체의 볼륨을 다양하게

개하거나, 여기에 매스를 추가하거나 하는 등의 조형

디자인을 통해 건축의 정수를 추구하는 체코 큐비즘의

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즉, ‘3차원 표면의 형상’을 극

으로 구성함으로써 생성되는 ‘ 사드의 조형성’을 요시

했는데, 아돌 로스의 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47) 한 입방체를 유지하되, 로지아 형식으로 매

스를 내어 깊은 음 감을 부여하는 사례도 다수 볼 수

있다. 이는 큰 규모의 볼륨감이 상쇄되는 효과를 가져왔

다. 이상과 같은 3차원 입체조형에 한 실험 시도들

을 표 인 사례 심으로 정리하면 <표 2>48)와 같다.

4.2. 의장 조형 요소 실험

(1) 내, 외부 이공간에의 조형 요소 첨가

주거 건물의 반외부 공간인 발코니, 로지아, 옥상 정원

등의 존재는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내 외부 공간의

이 부분에서 개방성을 주고자하는 근 주택의 규범에 부

합한다. 이를테면 발코니에서의 여유 있는 망은 개방

성을 추구하는 근 주택의 요한 계획 목표 하나이

다. 이러한 개념은 건물에 난간, 캐노피, 라펫, 임

45) Steinmetz, Mark & Panek, Sandy, op. cit., pp.174-177

46) Weihsmann, Helmut, op. cit., pp.349-353

47) Slapeta, Vladimir(Ed.), op. cit., p.65

48) <표 2>와 <표 3>의 그림 출처: 자 지 촬 ; ‘근 로의 여정:

1929년-1932년의 공작연맹 주거단지(A way to modernity: The

Werkbund estates 1927-1932)’ 시 촬 ; Nierhaus, Andreas &

Orosz, Eva-Maria(Ed.), Werkbundsiedlung Wien 1932

(Ausstellungskatalog), Wien Museum, Müry Salzmann, wien,

2013; Faculty of Architecture Czech Technical University in

Prague, Baba Housing Estate ; Plans and Models, Prague, 2000;

Templ, Stephan, BaBa; Die Werkbundsiedlung Prag,

Birkhaeuser, Base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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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 둠’ 주거단지 슬라우 공작연맹단지 빈 공작연맹단지 ‘바바’ 공작연맹단지
입
방
체
의

미
학

후고 폴틴(H. Foltyn)의 단독주택: 상징

인 입방체의 완결형.

에일 랑에(E. Lange)의 주거블록: 루드

비히 모샤머(L. Moshamer) 설계의 3층

연립주택 끝단에 입방체의 블록으로 결

합.

아돌 로스(A. Loos)의 2호연립 단독주

택: 입방체 안에 라움 란 개념의 공간구

성. 최소한의 규모의 볼륨 안에 벨차를

이용한 높은 층고의 거실과 갤러리 등을

도입하여 내부에 풍부한 공간감 부여. 두

입방체가 결합한 형태로, 평지붕의 경직

된 형상 추구. 한 사드에 펀치창을

용하여 단순한 주사 형태 강조.

얀 에반겔리스타 쿨라(J. E. Koula) 설계

의 단독주택: 내부에 단순한 개방 평

면을 구성.

사례 외에 이 주거단지에서 입방체

의 사례는 나타나지 않음.

아노스트 비스 (A. Wiesner)의 2호연립

단독주택: 각각의 입방체 매스가 연립한

형태.

두 입방체가 결합한 오토 로이어(O.

Breuer( ))와 가 리엘 쥐 캥(G.

Guévrékian(아래)(의 2호연립 단독주택:

보수 인 공간구성, 분할로 입방체 안의

경제 평면 구 .

올드리히 스타리(O. Starý)의 단독주택

(29호): 차고를 제외한 모든 공간을 입

방체 안에 구성하고, 각각의 독립 공

간들을 내부에서 기계 으로 분할.

볼
륨
과

매
스
의

조
작

크로하(J. Kroha)의 단독주택: 최상부층

의 매스를 도려내어 옥상 테라스로 사

용하되, 얇은 임을 사용하여 투명한

입방체의 형상을 유지. 후면부는 매스의

돌출.

테오 에펜베르거(T. Effenberger)의 2호

연립 단독주택: 두 입방체가 연결된 형

태로, 부분 으로 매스를 개하여 변화

감 부여.

오스카 스트란트(O. Strand)의 2호연립

단독주택: 정면 쪽은 하고 정 인

이미지. 정원 쪽의 1층은 곡면형으로 매

스를 내어 입방체의 경직성에서 탈피

하고 셋백시킴으로서 깊은 음 감 제공.

올드리히 스타리의 단독주택(8호): 면

벽체를 라펫까지 연장함으로써 매스

의 첨효과를 배가함. 한 옥상층의

임도 매스의 부가 효과를 가져오며,

인 으로 볼륨을 확장.

스테 넥(J. Stepanek) 설계의 2호연립

단독주택: 매스를 엇갈려 배치하고 옥탑

층의 매스를 부가함으로써 변화감있는

입체 형성.

하부층의 필로티는 깊은 음 감 제공.

35, 36, 37번지의 단독주택(하인리히 라

우터바흐(H. Lauterbach) 등 설계): 하부

층에 원통형 매스를 부가하고 옥상층은

작은 매스로 처리.

안드 루카트(A. Luçat)의 연립주택: 원

통형의 수직 계단실이 매스를 분 하고

수직성 강조. 이 단지의 상징 주거동

역할을 함.

제넥 블라첵(Z. Blažek) 설계의 단독주

택: 입방체를 유지하되, 로지아 형식으

로 매스를 내어 깊은 음 감을 부여

( 재는 거주자에 의해 로지아가 유리

로 막힌 상태).

<표 2> 입체조형 실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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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조형 요소를 부가하는 실험으로 이어졌다.

간결하고 정형 인 디자인 원칙이 용된 ‘노비 둠’ 주

거단지에서 부가 인 조형 요소는 매우 제한 으로 나타

난다. 몇몇 연립 단독주택의 경우 최상층 옥상정원에 지

붕 캐노피를 설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매스의 연

장선상에서 건물의 표면과 하나의 면을 이룬다. 즉

임과 같은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체 인 입방체 형태를

유지하도록 디자인되었다.

경직된 정형성에서 탈피한 다양한 매스의 유형이 제시

된 슬라우 공작연맹단지에서는 의장 조형 요소 역

시 다양하게 나타난다. 반원형 매스, 원형의 창 등 곡면

디자인을 극 도입했으며, 수직·수평 요소들을 다양하

게 돌출시키거나 셋백시킴으로써 기하학 미학을 창출

하고자 한 여러 시도들을 볼 수 있다.

빈 공작연맹단지의 경우 사드에는 반 으로 통일

된 요소들이 사용되었고, 부분 으로 차양, 캐노피, 그리

고 발코니의 난간 등이 건물 조형에 액센트 역할을 한

다. 그 지만 실용 이고 경제 인 주거를 지향하는 원

칙에 따라 매우 제된 방식으로 용되었다.

‘바바’ 공작연맹단지의 경우, 부가 인 의장 요소는 큰

규모의 입방체의 부담감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건

물 최상부에 발코니를 덮는 캐노피를 설치하여 수평성을

강조하는 사례도 있고, 매스에 연결된 과감한 조형 요소

를 극 으로 용하기도 한다. 한 외부계단을 설치

하여 사선의 요소를 부가하거나, 옥상 정원에 박스

임을 연결하여 기하학 조형을 완성하는 등 다양한 의

장 요소를 채택하 다.

(2) 개구부와 입면의 콤포지션

입면의 조형 구성은 첫째, 규칙 이고 질서있는 디

자인, 둘째, 자유롭고 무작 으로 조형성을 추구하는

디자인, 이 게 크게 두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비

둠’ 주거단지의 입면 디자인은 자의 경우를 표한다.

다양한 형상의 개구부 디자인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제감 있는 사드 디자인으로 엄격한 정형성을 보이고

있어, 입방체의 미학이 더욱 강조되었다. 휴고 폴틴

(Hugo Foltyn) 등 3인의 건축가가 설계한 4호 연립 단독

주택은 펀치 형식의 규칙 인 개구부, 그리고 띠 형식의

가로로 긴 창을 각각 조 으로 디자인했다.

슬라우 공작연맹단지의 경우, 경제 인 건설 구

조방식, 그리고 신재료에 합한 건축 어휘들이 용되었

다. 한 장식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도덕 으로 여겨져서,

개방성과 투명성이 강조되었고, 벽체는 매끈했으며 여기에

큰 창이 입체기하학 (stereometric)으로 배치되었다.49)

빈의 경우 입면 구성에서는 장식이 철 히 배제되었

다. 부분 한 벽면, 창, 그리고 이들 사이의 임

이 입면 구성 요소의 부다. 여기서는 “장식을 잘못 쓰

49) Eckstein, Beate et al., op. cit., p.11

면 상의 수명을 오히려 단축시킨다.”50)라는 아돌 로

스의 철학이 굳건히 지켜졌다. 한 건설기술 측면에

서 신성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 요소의 규격

화는 주요 심사가 아니었다.51) 따라서 창문의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었다. 이때 후일의 증축과

개축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지나친 건축 콤포지션을

지양하고 개구부는 미학 요구가 아닌 실용 필요에

따라 재 소에 배치했다.52) 새로운 건축에서의 미학은

공간을 ‘모던 콤포지션(modern composition)’ 개념으로

조직하는 것이었다. 즉 개구부와 같은 모든 조각 요소

가 ‘정확히 정해진 치에 자리잡는’53) 원칙을 유지하되,

이것이 기능 합목 성과 부합하도록 디자인한 것이다.

그 결과, 빈의 경우 근 표상인 가로로 긴 창과 보수

인 펀치창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54)

헤리트 리트펠트 설계의 주거블록을 로 들면, 발코

니와 슬래 는 밖으로 내민듯한 입체감을 주고 있으며,

안 의 융합은 ‘더 스테일(de Stijl)’의 이미지로 작용한

다. 수평 여닫이창은 그가 네덜란드에서 디자인한 슈뢰

더하우스처럼 독특한 내, 외부의 이 성을 표 한다. 이

로써 공간, 비례, 색상을 통틀어서 조직하고자 했으며,

이때 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요했다. 특

히 경제성을 염두에 두었으므로 소수의 수단으로 최 의

효과를 모색하기 해 라움 란이 용되었다. 공간을

미니멀하게 조직하고, 공간의 치수와 크기 한 극한으

로 제했으며, 디테일을 간결하게 처리했다.55) 즉 입면

구성 요소들을 다양하게 구사하기보다는 제한된 요소로

체 인 조화와 질서를 창출하는 방식이 우선되었다.

‘바바’ 공작연맹단지의 경우, 입면을 가로로 분 하고

비되는 창의 크기를 배열하여 극 효과를 부여한 사

례, 수평으로 창과 임을 라인업(line up)하여 강한

질서를 부여한 사례, 제감 있는 사드 디자인으로 엄

격한 기하학 정형성을 보이는 사례 등 다양한 방식으

로 개구부와 입면의 콤포지션을 완성하 다. 이상과 같

은 의장 조형 요소에 한 실험 시도들을 표 인

사례 심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50) Ruckhardt, Lucius(Ed.), op. cit., p.112

51) 외 으로 후고 헤링(Hugo Häring)의 단독주택 면에 시리즈 생

산된 목재 유리 구조가 용되었다. 여기에는 그리드상에서 질

서있는 입면 요소가 배열되었다.(Steinmetz, Mark & Panek, Sandy,

op. cit., pp.174-177)

52) 빈 건축센터의 공작연맹단지 견학 로셔 내용. (P. Good Architekten,

Werkbundsiedlung Wien, Architekturzentrum Wien, 2011)

53) Huse, Norbert, op. cit., p.68

54) Kirschaniz, Adolf & Kapfinger, Otto, op. cit., p.13

55) Ibid., p.12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7권 2호 통권127호 _ 2018.0422

‘노비 둠’ 주거단지 슬라우 공작연맹단지 빈 공작연맹단지 ‘바바’ 공작연맹단지

조
형

요
소
의

첨
가

야로슬라 그룬드(J. Grund) 설계의 3

호연립 단독주택: 최상층 옥상정원에 지

붕 캐노피를 설치.

아돌피 라딩(A. Rading)의 아 트블록:

최상층에는 반원형 매스와 옥상 캐노피

가 부가되어 하부층의 분 된 입면

매스와 조화.

요제 호 만(J. Hoffmann)의 연립형 단

독주택: 면은 옥상으로 연장된 계단실이

수직 요소를 강조. 후면은 1층 벨의 상

승으로 계단과 이어진 테라스 형성. 작은

조각으로 나 어진 유리창 디자인이 특징.

요제 고차르(J. Go ár)의 단독주택: 최

상부에 발코니를 덮는 캐노피를 설치하

여 수평성 강조..

하인리히 라우터바흐 설계의 단독주택:

상부에 비례감있는 조형 요소 부가.

매스의 돌출과 함께 총체 조형 실 .

원형의 창 디자인, 수직, 수평 요소의

돌출 셋백으로 기하학 미학 구 .

리처드 노리트라(R. Neutra) 설계의 단

독주택: 깔끔한 박스형에서 퍼골라와 계

단의 조형을 통한 변화감. 외부에서만

근 가능한 옥상정원은 계단식 시 스

를 강조하는 동시에 입면의 수평 연장

수단으로 활용.

라디슬라 작(L. Žák) 설계의 단독주택:

조형 요소를 매스에 연결. 지붕층에 반

원형 매스를 연장하고 캐노피를 연결하

여 조형성 강조.

개
구
부
와

입
면
의

콤
포
지
션

보 슬라 푹스(B. Fuchs)의 3호연립

단독주택: 후면에 층마다 각각 다른 다

양한 형상의 개구부 디자인.

에 랑에 설계의 2호연립 단독주택: 입

면의 비례감과 개구부의 다양한 형상이

콤포지션을 이룸.

에른스트 리슈 (E. Plischke) 설계의

연립주택: 다양한 형상의 개구부로 콤포

지션을 이루며, 최상층은 가로로 긴 창

배치.

하나 자베스카(H. Zábeská) 설계의 단독

주택: 다양한 창의 형태, 무작 한 배열

로 입면에 강한 조각 요소 부여.

후고 폴틴 외 3인이 설계한 4호연립 단

독주택: 펀치 형식의 규칙 인 개구부와

띠 형식의 가로로 긴 창을 각각 조

으로 디자인.

아돌 라딩의 아 트블록: 입면의 분

과 다양한 창의 형상과 크기로 변화감

부여.

발터 로스(W. Loos) 등 4인의 건축가가

설계한 연립주택: 통일성 있는 매스에

변화감 있는 입면으로 개별성 확보.

요제 고차르 설계의 단독주택: 입면을

가로로 분 하고 비되는 창의 크기를

배열하여 극 효과 부여.

야로슬라 그룬드 설계의 3호연립 단

독주택: 단일 입면으로 통합, 제감있

는 사드 디자인으로 엄격한 정형성을

보임.

안톤 터(A. Kempter)의 아 트블록: ,

후면에 규칙 이고 반복 인 펀치창을 설치

하고, 후면은 편복도로 수평 질서를 강조.

엄격한 근 아 트의 형 디자인을보임.

헤리트 리트펠트(G. Rietfeld)의 주거블록:

다양한 형상의 개구부로 콤포지션을 이

루며, 최상층은 투병성으로 비감 부여.

라디슬라 작 설계의 단독주택: 수평으

로 창과 임을 라인업하여 강한 질

서 부여.

스테 넥 설계의 2호연립 단독주택:

제감있는 사드 디자인으로 엄격한 정

형성을 보임.

한스 샤로운(H. Schaoun)의 아 트블록:

가로로 긴 창과 최상층의 라펫 디자

인으로 정형 질서를 보여 .

안드 루카트의 연립주택: 후면은 가로

로 긴 창으로만 구성된 유일한 사례.

란티섹 하르트(V. Kerhart) 설계의

단독주택: 제감있는 사드 디자인으

로 엄격한 정형성을 보임.

<표 3> 의장 조형 요소 실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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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작연맹이라는 술집단이 주거건축에

여하기 시작한 근 기, 새로운 형태에 한 요구를

어떻게 조형 · 술 으로 풀어내었는지 살펴보았다. 주

택 시회의 4개 주거단지의 다양한 사례들을 고찰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체조형에 한 실험 시도들을 살펴본 결과,

슬라우 주택 시회를 제외하고 입방체의 미학을 구

한 조형이 모든 단지에서 매우 강하게 드러났다. 이때 입

방체 안의 평면은 라움 란, 그리고 독립 분할 방식이

공존함을 볼 수 있었다. 한 단순한 입방체로부터 변화

를 주기 해 매스와 볼륨을 조작한 사례들은 부분 입

체기하학 질서를 표 하고자 했다. 둘째, 의장 조형

요소에 한 실험 시도들을 보면, 주로 건물 내, 외부

공간의 이공간에 다양한 건축 어휘들을 부가하여 활용

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평지붕의 단순한 형태에 변화를

주는 흥미로운 요소들이 되었다. 한 개구부와 입면에는

질서있고 엄격한 정형 입면 구성, 그리고 비례감이 뛰

어난 면구성을 통해 체 건물에 조화감을 부여하고자 했

다. 다만 독일공작연맹과 체코 공작연맹, 그리고 오스트리

아 공작연맹은 각각 다른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

분 인 건축의 조형 양상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주택을 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벤트를 넘어서 확장성을

갖고 기획된 것이었다. 이들 사례 주거단지에서는 특정한

형태와 요소들로부터 생성된 건축 조형이 이 시 와는

다른 새로운 양식 미학을 창출했다. 즉 근 건축으로의

변 기에 술과 실용의 경계에서 근 주택이 추구한 표

상징의 목 이 조형을 통해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이는 곧 근 주택이 추구한 이데올로기를 이미지화 하

는 것이었다. 독립된 개체이자 오 제로서의 건물 디자인

은 다양한 구성요소를 활용한 조형 실험을 통해 이 시

와 다른 새로운 디자인의 신을 이루었다.

이러한 작업들의 큰 특징은, 첫째, 역사 으로 내려 온

양식을 배제한 , 둘째, 주거건축이 지녀왔던 종래의

형 형태 -경사지붕을 포함하여-로부터 탈피하여 볼륨

과 면의 조작을 통한 조형 형태를 창조한 , 셋째, 형

태와 표면이 장식을 체한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는 근 주택디자인의 표 조형 특성이다. 본 연구를

통해 근 건축가들이 술가로서의 창작 역량에 기반을

둔 ‘오 제로서의 건축’과 사회 요구에 기반을 둔 ‘보

편 건축’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며 주택 작품을 디자

인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을 곧 ‘시 정신(Zeitgeist)’

이라 규정할 수 있다. 이때 등장한 주거건축의 새로운

개념과 모델들은 국제 으로 범 하게 확산되어

주거의 원형으로 큰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조형의 방식들이 오늘날의 주택 디자인에서도 여

히 유효한 방법론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공작

연맹 주택 시회에서의 신 이고 창의 인 디자인 실험

들이 근 주거사에서 갖는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소홀했던 동유럽 지역의 근 주거에

한 사례연구 고찰로서, 건축사 주거사 연구의 공백

을 채울 수 있다는 데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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