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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근 이후 미술 의 설립이 증가하면서 미술 이라는

공간에 해 여러 시도가 나타나게 되고, 단순히 시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람객의 다양한 미 체험을 만

들어 가는 과정을 존 하고 개개인의 각기 다른 체험을

서로 공유하는 역할로 변모하고 있다.
1)
최근에는 삶의

질을 높이기 한 일환으로 문화생활에 한 다양한 시

도들이 늘어나면서 시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생활로 자

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미술의 동향을 즉각 으로

단해 시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단순한 람에서 벗

어나 공간이 작품과 객의 매개 역할로서 공간과 술,

인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변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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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간은 다양한 문화시설과 결합된 미술 에서 시

라는 기능만을 추출하기 해 사용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작품과 객의 만남을 주선하고, 작품 감상을 통해

개인으로서의 경험 주체로 재생산되는 장소로 여기며, 더

나아가 미술의 의미 생간에 깊숙이 여하거나 공간 자체

가 미술 작품으로 변용됨으로써 미술과 객의 ‘매개’에

한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2) 이러한 시공간이

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변화를 시도하면서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것의 개념처럼 시만을 고집하

는 것이 아니라, 공간 인 아름다움과 더불어 그것을 향

유하는 람객들과의 소통이 함께하 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시공간은 건축물의 형태로 공간을 단할 것

이 아니라, 시와 공간, 그리고 그것의 환경이 어우러질

때에 공간의 목 인 시의 진정한 의미가 발 될 것이

1) 심효진, 정옥희, 국내 미술 교육 연구 황 동향 탐색, 한국조

교육학회, 2014, p.2

2) 김 , 미술 시공간의 체제분석, 경성 박사논문, 2010, pp.2-4

안도 다다오 시공간의 구성에 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Ando Tadao’s Exhibition Space

Author 김민정 Kim, Min-Jung / 정회원, 가천 학교 건축학과 실내건축 공, 공학석사

김용성 Kim, Yong-Sung / 정회원, 가천 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건축학박사*

Abstract The exhibition space is a concept that is used to extract only the function of exhibition in an art museum

combined with various cultural facilities. It mediates works, audience, and space.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exhibition space will not only judge the space by the form of the building, but also the true meaning will

appear when the exhibition, the space and the environment coexist. His exhibition space has a story from the

outside to the inside and the exhibition. In this study, we t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his space by

analyzing the way of organizing exhibition and exhibition in his exhibition spac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ses suggested on this thesis through this point of view, Ando Tadao represented characteristics of his own

exhibition space by harmonizing the demand of each exhibition space with his architecture language. His

exhibition space provides the experiential space in the harmony of the nature and artificiality as inpouring the

nature into the complex traffic line. And, the exhibition is constituted as a result of fully considering the overall

situation of the space environment. He tries uniting the space and art by interpreting the work in the space rather

than arranging the works. Consequently, It gives visitors the direct space experience through the intentional traffic

line and is becoming an exhibition space that can express the exhibition only in that space as constituting it

differently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 of work.

Keywords 안도 다다오, 시공간, 시, 공간구성

Ando Tadao, Exhibition space, Exhibition, Space Configuration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7권 2호 통권127호 _ 2018.04144

라 여겨진다. 이를 고려하 을 때, 일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시공간은 자신의 건축언어를 표 해냄과 동

시에 공간의 목 에 따라 하게 설계한 결과로 나타

나며, 시공간이 가진 의미에 합한 공간을 창출해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에게 내재된 다양한 생

각들을 건축물로 표 함과 동시에 시공간의 환경과

술과의 계를 생각하며 공간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있

다. 그의 건축 인 표 들은 시공간의 외부에만 표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와 그 시에도 자연스럽게 묻어

나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는 시공간을 술로 승화

시키거나 작품의 의미를 드러내면서 결과 으로 체험

인 장소로 이끌어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의 건축 인 특성을 바탕으로 그

의 시공간 내부의 공간 구성과 그 속의 시 구성

을 면 히 분석하여 이에 한 특성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 과 의의를 두고자 한다.

1.2. 연구 범 방법

이어 사례분석을 함에 있어서 본 논문는, 안도 다다오

의 수많은 건축물 에 다음과 같이 그 연구의 범 를

한정한다. 안도 다다오가 성장시 을 보내고 재까지

활동하는 지역인 일본의 간사이 지방과 처음 개발 단계

에서부터 함께 하 던 가가와 의 나오시마섬으로 지역

을 한정하 다. 이 지역 내에서 안도의 건축활동에 있어

서 완성의 시기3)라고 불리는 1981년도부터 2000년

시 공 간 건축년도 치

베네세하우스

뮤지엄
1988-92

일본 가가와

나오시마정

지추뮤지엄 2000-04
일본 가가와

나오시마정

명화의 정원 1994 일본 교토부 교토시

사야마이

뮤지엄
1994-2001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사야마시

치카츠아스카

뮤지엄
1990-94 일본 오사카부 미나미카와치군

<표 1> 연구 상

3) 1981-90년 를 완성의 시기라 구분하며, 이 시기에는 해외 시를

통한 일본건축의 인지도 상승과 동시에 여러 작품을 통해 세계

인 성을 확보하 다., 이용 , 안도 다다오의 건축철학과 작품

특성에 한 연구, 한양 석사논문, 2004, p.11

반으로 제한한다. 한 복합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시

공간으로 한정하여 시라는 한정된 목 을 가진 공간

안에서 표 하는 그의 공간 구성 방식에 해 분석하고

자 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에 한 기념 은 각 시공

간이 갖는 성격이 시가 이루어지는 작가에 의해 안도

다다오의 공간 인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것

이라 단하여 제외하 다.

이러한 범 내에서 기존의 문헌을 바탕으로 안도 다

다오의 건축에 해 고찰하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시

공간 구성에서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련 문헌의 참고와 동시에 사례의

답사를 통해 더욱 공간을 세부 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 다.

2. 안도 다다오의 건축 고찰

2.1. 안도 다다오의 건축 형성

안도 다다오의 공간은 그 자체의 범 만이 아니라 사

회와 술과의 계 속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

의 공간은 단일의 의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의 내재된 생각의 총체로 구성되고 있다.

일본 태생의 안도 다

다오는 그의 건축에 있

어 일본 인 모습이 자

연스럽게 표 되고 있

다. 일본은 섬이라는

지역 특징에 의해 기

후와 지형 등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하 고, 이에 따라 장

소와 지를 건축의 기

본 인 요소로 삼게 되면서 특유의 장소성이 표 되고,

더 나아가 자연과 어우러지는 건축이 발 되고 있다. 특

히 일본의 정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을 공간에 표

하기 해 이를 추상화하고, 건축과 자연의 경계가 허물

어지면서 형태가 없는 건축으로 표 된다. 안도 다다오

는 1982년에 발표한 「自閉의 근 건축으로부터 보편으

로」라는 에세이에서 근 화로 인해 사라져버린 이러한

일본인의 자연과 인간에 한 한 계를 회복하고자

스스로의 건축논리와 함께 인간의 생활과 자연이 어우러

지는 공간을 창출하기 해 노력한다고 말하며, 이후의

자신의 작품들에 일본의 모습을 발 된 결과로 목시키

면서 통을 화 하는 양상이 보이고 있다.

안도는 그들의 철학과도 한 계를 맺고 있다.

특히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 1987-1945)와 와쓰지 데

쓰로(和辻哲郎, 1889-1960) 4)에 해 언 하며, 동시 의

<그림 1> 16세기에 건축된

다이토쿠지 다이센인 정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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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철학자의 사상을 배경으로 자연을 내포하며 공간을

비워내면서 자연과 건축의 경계를 허물고 체험 인 공간

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더 나아가 사물의 근원을 악하

고자 하는 모노하(mono-ha)5)의 개념에 흥미를 가지며,

공간과 인간, 자연의 근본 인 존재에 해 건축으로 표

함과 동시에 그들이 상호 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

이러한 동양 인 사상과 함께 과거 서구의 건축에서

마주했던 엄격한 기하학 인 질서와 공간의 수직성을 공

간에 표 하면서 자신만의 건축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한 미술에서 볼 수 있는 모던한 모습이 그의 공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녹아내리며6) 하나의 건축으로 나

타나게 된다.

결과 으로 그는 상반되는 공간 인 개념들을 융합해

자신만의 건축을 만들어내고 있다. 실체성을 갖고 있는

재료와 순수 기하학, 그리고 추상화된 인공의 자연이 건

축으로 나타나면서 각각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일본의

통건축, 그곳에서 발 된 여러 개념들과 함께 서양의

기하학 인 모습과 형태를 공간에 반 하면서 어울리지

않는 두 요소를 새롭게 조합하여 체험 인 공간을 제공하

고 자신만의 건축 특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2.2. 안도 다다오의 건축언어

그는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경험을 비롯하여 자연스럽

게 건축을 습득하게 되면서 자신만의 건축언어들이 고착

되어졌다. 자연과 한 일본의 요소와 자신이 직 경

험하 던 서구의 건축 인 특성들을 자신의 건축물에 조

화롭게 활용하고 있으며, 그 시공간에서는 자연의

추상화, 물의 활용, 자연과 정 그리고 기하학 인 구성

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 물의 활용

물에는 상상력을 자극시켜 모든 것을 환기시키는 불가

사의한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그는 자신의 건축에 있

어서 물이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하 다. 그의

시공간에서 물은 조망의 매개체가 되거나 때로는 고요함

4) 니시다 기타로와 와쓰지 데쓰로는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 으며, 존재하는 것의 본질과 그것들의 사이(間)에

해 공통 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니시다는 완 한 무(無)로부터

생된 사상으로 주체와 객체 사이의 립이 없는 순수한 경험을

주장하 고, 교토학 를 창시해 이끌어 나갔다. 와쓰지 데쓰로는

사이(間)에 해 철학 고찰을 최 로 펼친 학자로서, ‘ 계'로서

의 인간 는 '사이'로서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수립하 다. 더 나

아가 지와 자연과의 계를 요시하며, 인간(人間)과 자연과의

계를 통해 존재에 한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5) 모노하는 1960년 후반부터 70년 반사이에 일본에서 일어난

미술 상으로 사물과 사물의 상호 계에 해 깊이 있게 다루고,

사물의 본원 인 모습을 제시하여 이것의 근본 인 존재성과 사물

과 그 주변과의 계를 강조하고 있다.

6) Jin Baek, Nothingness: Tadao Ando’s Christian Sacred Space,

ROUTLEDGE, Newyork, 2009, pp.173-175

을 유도하고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있다.

자연의 물을 바라보고 시각 ·청각 으로 느끼도록 의

도하고, 진입부에 놓으며 근을 유도하면서 체험 인

요소로 사용한다. 공간에 진입 시 물소리와 함께 움직임

이 연출되기도 하고, 물이 정지된 모습으로 풍경처럼 작

용하여 자연을 표 하기도 한다. 이러한 물은 그의 건축

에서 주변 상황과 립되지 않고 자연과 건축의 경계를

표시하여 건축의 독자성을 보여주면서도 자연과의 조화

를 나타내고 있다.

(2) 자연과 정

안도 다다오의 건축에 있어 하늘은 내면에 향을 미

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연 요소 이자 공간 구성 요소

이다. 리하게 도려낸 하늘이 만드는 빛과 그림자가 노

출 콘크리트와 어우러지면서 입체 인 조형을 그러내며

공간을 구성하게 된다.7)

그는 공간 내부에서 일부를 보이드로 두어 의도 으로

텅 빈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공간을 통해 빛과 바람

그리고 지의 풍경을 자연스럽게 유입시킨다. 이 공간

에서 안도는 자연과 함께 자기 자신에 한 내성 인 탐

색을 하도록 기 한다. 더불어 사용자의 다양한 움직임

을 요구하며 각 공간을 매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이공간으로서 이 순간에 빛과 바람을 받아들이면서 공간

이 생명력을 갖게 되고,8) 자연과 사람, 공간이 서로 소통

하는 공간으로 탄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3) 기하학

그는 과거 여러 나라의 답사를 통해 다양한 건축을 직

체험하면서, 몸소 체험한다는 것 자체를 통해 모든

것이 서로 교류하고 자극하게 된다고 생각하 고, 이러

한 체험 인 건축을 만들어내기를 소망하 다.9) 따라서

그의 시공간은 단순한 외형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공간

구성을 이용하여 시각 으로 바라보았던 형태를 배반하

는 자극 인 건축을 시도하게 된다. 그가 의도하는 시

공간의 동선들은 외부의 형태에서 보았던 단순한 모습과

는 다르게 미로와 같이 구성되며 람객의 감각을 자극

하게 된다.

이러한 의도 속에서 그의 공간들은 기본 으로 기하학

인 분 을 통해 공간을 이루어내면서 일련의 규칙과

질서를 통해 구성되고 있다. 단순한 기하학이 만들어내

는 복잡한 내부는 오히려 람객에게 있어 몸이 포착하

는 공간감각의 낙차가 크게 느껴지게 되고, 더욱 자극받

게 된다.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실은 복잡하고 재미있다

는 느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게 그의 시공간은

7) 후루야마 마사오, 안도 다다오, 김미리 역, 마로니에북스, 주, 2005,

p.13

8) Ibid., p.142

9) The Japan Architect Co.,Ltd., JA 1991-1 安藤忠雄, The Japan

Architect Co.,Ltd., Japan, 1991,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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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형태와 반하는 구성을 통해 람객의 심리를 자

극하며 그 공간의 체험을 잊지 않도록 하고 있다.

3. 안도 다다오 시공간의 내부 구성

안도 다다오는 시공간 구성에 있어서 자연과 공간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시공간으로서의 경험을 제공하

고 있으며, 이를 동선 구성과 공간 구성으로 나 어 분

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상은 연구의 범 에 따라 사야

마이 뮤지엄, 치카츠아스카뮤지엄, 명화의 정원, 베네세

하우스뮤지엄, 지추뮤지엄으로 총 5 곳이다.

3.1. 동선 구성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동선의 형

태를 간략하게 나타내기 해 자취를

흐름도로 표 하 고, 다음과 같은 표

기를 사용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동선의 복잡성

내부의 동선은 하강하며 시작해 외부와 분리시키며

시에 한 시선을 집 시킨다. 안도는 공간의 목 에 따

라 수평·수직 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필요에 의해 길거

나 짧게 호흡하며 끊어내면서 다양하게 표 하고 있다.

이름
흐름도

진입 내부 출구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

지추

뮤지엄

명화의

정원

사야마

이

뮤지엄

치카츠

아스카

뮤지엄

<표 2> 각 시공간의 동선을 표 한 흐름도

사야마이 뮤지엄과 같이 상징물의 배치에 따라호흡을

달리하여 이에 한 요도를 표 하기도 하고, 명화의

정원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작품이 지닌 의미에 맞추어

동선의 호흡을 길고 짧게 의도하면서 벽을 이용해 시선

을 차단하거나 열어두면서 시지각 인 자극을 통해 체험

인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한 베네세하우스뮤지엄처

럼 공간의 크기에 따라 동선의 호흡을 달리하면서 내부

에서 다양한 동선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추뮤지엄에서는

무개구조를 활용한 동선 표 과 내부를 어둡게 조명하면

서 신체를 통해 경험하도록 만들고 있다. 한 안내원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측할 수 없는 좁고 어

두운 공간을 더욱 신체 으로 체험하게 된다. 의도된 동

선에 따라 내부를 수직 , 수평 으로 넘나들며 시지각

인 시 구성에서 벗어나 체험 인 공간을 제공하면서

공간에 한 인식을 자극하고 있다.

(2) 동선과 정

그는 시공간은 사회 인 삶과 개인의 정신 경험이

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 모두 응답해야 하는 곳이라

여기며, 서로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공간과 자기 자신

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명상에 잠기는 부분의 공용

공간이 공존하여야 한다고 말한다.10) 일본의 철학자 니시

다 기타로와 와쓰지 데쓰로가 무를 통해 자신의 깊이를

찾아야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이 정을 통해 정 인

무(無)의 공간을 체험하며 자신의 내면에 다가 갈 수 있

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안도는 이 공간을 통해 인간의

감성을 흔들 수 있기를 소망하 다. 하늘을 통해 자연을

유입하고, 바닥면에 돌이나 잔디를 활용해 자연을 추상화

하여 표 하면서 일본의 통 정원의 한 방식인 가 산

스이식의 정원11)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며 그의 소망을

표 하고 람객을 정신 인 역으로 이끌고 있다.

<그림 3> 16세기 가 산스이 방식의 정원인 토카이안 정원의

모습(좌)과 지추뮤지엄의 삼각코트의 모습(우)

빛이 스며들면서 압도 인 감동으로 감싸 수 있는

공간, 근원 인 감동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요한 것

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12) 따라서 이 공간을 추상 인

기하학으로 그려내면서 인간을 감동시키는 힘을 가지고,

내면을 끌어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한 그는 이 공간에서 사용자들의 움직임을 유도하며

교류를 나 수 있도록 한다. 그의 시공간에서 정은

부분 이공간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비워진 공간을

10) Tadao Ando, EL Croquis No.44+58 : tadao ando, El Croquis S.L,

Madrid, 2000, p.5

11) 가 이산스이식 정원은 감상만을 목 으로 상징성과 회화성을 추

구하며, 그 로의 구애 받지 않는다는 것을 취지로 변화하는 것은

본질에 한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선의 정신에 추상성을 드러

내는 모든 정원의 이론과 원리가 축약된 고도의 상징성을 지닌 공

간이다. 멀리 있는 경치를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재 하고자 흰

모래를 깔아 물을 상징하고, 산과 폭포를 표 하기 해 바 를

배치해 선의 정신에 입각한 추상화·상징화된 상용 정원이다., 김

도이, 안도 다다오 건축에 나타난 사색공간 특징에 한 연구,

홍익 석사논문, 2007, p.17

12) The Japan Architect Co.,Ltd., op. cit., pp.139-140

원형동선

삼각 정

사각 정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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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나가도록 하고 있다. 람객들은 정을 통해 수직

인 이동을 시도하며 다른 시로 발걸음을 옮겨가기도

하고, 잠시 멈춰 공간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3) 수공간

그의 시공간에서 수공간은 자연 그 로 도입되어 이

를 바라보며 공감각 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요소로 사용

되거나, 인공의 수공간을 통해 자연과 인공이라는 두 가

지 측면을 조화롭게 표 하고 내부와 외부의 경계로서

감객의 감성을 유발시키고 자연을 건축화하며 공간에

서 매개 인 역할로 활용된다.

베네세하우스뮤지엄, 치카츠아스카뮤지엄 그리고 사야

마이 뮤지엄은 바다나 연못이 인 한 지에 치해 있

다. 안도는 자연의 모습을 상징하는 물과 인공의 건축물

을 연계하며 자연과 인공을 조화롭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베네세하우스뮤지엄

에서는 다양한 동선을 통해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한정

되어 있지 않아 람객들은 어디에서든지 이 바다를 바

라볼 수 있다. 한 치카츠아스카뮤지엄에서도 지에

놓인 커다란 연못이 진입로나 계단 장을 통해 쉽게 마

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연의 물이 조망을 한 것

으로 표 되며, 자연과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는 시공간에 들어서는 람객에게 시각 ·청각 인

이미지를 제공하고 체험 인 장소로 이끌어내기 함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사야마이 뮤지엄의 수지와 수공간의 모습

사야마이 뮤지엄에는 이 공간의 주제인 사야마이

수지가 치하여 있는데, 이는 과거에서부터 역사 으

로 명한 장소로, 안도는 이 수지를 진입로에 추상화

하여 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람객에게 있어 이 장

소의 수공간에 한 의미를 각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연과 인공의 경계에서 매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다. 이 때 물의 요소는 안도에게 있어 동양 자연 에

입각하여 삶과 죽음, 그리고 운동과 정지 등의 경계라는

의미에서 곧 자연과 인공과의 경계, 건축과 자연의 경계

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즉 경계를 통해 공간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다.

더불어 그의 시공간에 표 되는 수공간은 람객의

사색을 이끄는 요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명화의 정원에

서 물은 정지와 운동을 모두 지닌 생명력 있는 요소로,

시각 즐거움을 청각화하는 공감각 요소이다. 산책하

듯 흐르는 동선에 있어서 긴장과 강조가 필요한 부분에

폭포와 같은 물을 배치하여 시각과 청각의 자극을 주면

서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인간의 삶과 같이 흐르는

이 시공간의 흐름에 있어서 물은 이 시의 의미를 간

으로 나타내는 요소이자 각 공간이 가진 의미를

람객의 내면을 끌어내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름 내 용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

내부의 심에 치한 원형 정을 통해 빛을
유입시키고, 삶과 죽음에 련된 작품을 시해
두면서 람객들에게 내면에 한 사색을 유도
하고 있음.

지추
뮤지엄

사각코트를 통해 시공간의 외부와 내부를 연
결하고, 삼각코트를 이용해 시 내 동선을 연결
하는 매개 장치로서 활용함.
사각코트에는 잔디가, 삼각코트에는 자갈을 깔아
두어 자연을 추상화하려는 의도가 보임.

사야마
이
뮤지엄 내부와 내부의 경계에 치한 이 정은 슬로

를 사용해 외부의 산책과 내부의 산책을 자연스
럽게 연결하고 있음.
이 원형의 정을 통해 상승하며 진입하고 내려
가면서 밖으로 빠져나가며 람객의 마음을 승
화시키는 이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음.

* : 빛의 유입 / : 카페

<표 3> 시공간의 동선과 공간 구성

3.2. 공간의 설정

사례의 시공간들은 복합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곳으

로, 시 이외의 시설들이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지 않

다. 자연과 공간, 인간의 상호 계를 시하는 안도 다다

오는 시 이외의 다양한 공간을 통해 공간과 람객

간의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림 6> 베네세하우스뮤지엄의

카페테리아

<그림 7> 지추뮤지엄의

카페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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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동선의 마지막에 카

페를 배치하면서 건축물이 가진 자연의 모습을 한 에

펼쳐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네모난 콘크리트의 형

태 속에서 담겨있는 다양한 공간을 체험 으로 감상하

고, 마지막으로 카페에서 풍경을 감상하도록 하여 그것

이 가진 풍경에 한 극 인 효과를 연출하고 있다.

베네세하우스뮤지엄과 지추뮤지엄의 경우, 세토내해에

치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바라보는 넓은 풍경은

람객에게 다른 모습을 선사할 것이다. 지추뮤지엄은

지하로 묻힌 형태 속에서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지하공

간에서의 시를 람한 람객들은 밝은 풍경이 펼쳐진

카페에 도달하며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이곳의 카페는

이곳에 도달하기 이 의 동선에서 마주하던 모습과는

다른 공간을 선사하며, 자연을 강조시키는 극 인 효

과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안도 다다오의 시공간에서 카페는

시가 이루어지는 공간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

는 시와 구별 지으면서 각 공간의 이미지를 더욱 효과

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한 그가 개해왔던

시에서 벗어나 다른 안도의 공간에서 풍경을 즐기

며 느 한 휴식을 제공하려는 목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8> 사야마이 뮤지엄의 도서 (좌)의 모습과

치카츠아스카뮤지엄의 도서 (우)의 모습

도서 의 경우, 베네세하우스뮤지엄에서는 나오시마

로젝트에 련한 서 들이 마련되어 있어 산업폐기물

에 의해 오염되었던 이 섬을 술의 장으로 재생시

킨 결과에 해 여러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사야마이 뮤지엄과 치카츠아스카뮤

지엄과 같이 역사 시를 이루고 있는 시공간들은

수지와 고분이라는 각자의 지역 배경에 의해 설계된

것으로, 도심에서 벗어나 인 이 드문 장소에 치하여

있다. 한 하나의 주제로 시를 풀어내면서 별도의 문

화시설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람객을 통한 이윤창

출을 기 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는 이곳이 지역 커뮤

니티로서 주민들에게 문화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도

하고 있다. 도서 은 람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시공간이라

는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이 가진 환경을 통해 주민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 시의 구성

4.1. 시 방식

안도 다다오는 시를 구성할 때, 공간이 가진 총체

인 상황과 시되는 작품과의 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공간이 하나의 술로서 승화되는 장소로 탄생시키고 있

다. 이에 따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 시의 큰 주제에

따라 구성 방식을 시 별 구성과 작품별 구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 시 별 시 구성

그는 과거의 자취를 시의 내부로 끌어오면서 과거와

재를 공간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낸다.

사례의 사야마이 뮤지엄과 치카츠아스카뮤지엄은 역사

인 요소가 두드러지는 장소로, 안도는 역사 인 흐름

을 시로 표출하고 있다.

치 구역 시 주제 시 내용

1층

1구역 수지로의 상징물인 제방을 시하며 시작

2구역
사야마 수지의

탄생

국가 사업에 의해 탄생하게 된 배경

과 토목기술에 한 시

3구역
고 의 토지개발과

사야마 수지
나라시 의 개수에 한 시

4구역
세의 토지개발과

사야마 수지

가마쿠라 시 의 송수 설립에 한

시와 사야마 수지의 개수비에 한

설명

1.5층

5구역
근세의 토지개발과

사야마 수지

에도 시 의 개수에 한 시

송수 과 목제 버 틀 시

6구역
메이지·다이쇼·

소와의 개수

그 시 의 개수와 사야마 수지의 상

징인 취수탑에 한 설명과 시

2층 7구역
1988년 이후의

개수

사야마 수지를 치수 으로 변환한 것

과 그에 따른 주변경 의 정비에 한

설명과 시

<표 4> 사야마이 뮤지엄의 시 구성

사야마이 뮤지엄은 수지를 주제로 시가 구성되는

공간으로, 이를 시 에 따라 순서 로 나열하고 있다.

시의 도입부에 상징물인 제방을 크게 보여주어 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시 안으로 이끌고, 이후 사야마

수지의 탄생부터 근 까지의 변화를 유물과 함께 상세

히 설명하고 있다. 이곳의 시각매체는 단순한 패 형태

를 벗어나 상과

작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서

다른 재미를 제

공한다. 주요한 유

물들은 때로 큰 크

기를 자랑하며

람객의 시선을 압

도하고, 넓은 공간

구성을 통해 자유

로운 유물 람이<그림 9> 사야마이 뮤지엄의 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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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치카츠아스카뮤지엄은

고분이 발달되었던 아스

카 시 를 먼 시

(ZONE 1)함으로써 고분

에 한 호기심을 자극하

고, 고분의 탄생을 비롯하

여 시 에 따른 발 을

차례 로 시하면서 고

분의 발달의 과정을 나타

내고 있다(ZONE 2). 마지

막으로 의 고고학 발

달에 따른 문화유산의 발

굴에 해 설명(ZONE 3)

하면서 이 지역에서 고분

이 발굴될 수 있었던 기

술에 해 시하고 있다. 아스카 시 를 시하고 있는

ZONE 1을 시작으로, 차 아래로 내려가는 시 구간은

마치 고분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경험을 선사한다.

출토품들은 고분 속에 들어가 있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시되고, 람객들을 이러한 출토품과 함께 고분 내부

에 있는 것과 같은 감각을 체험할 수 있다. 시를 하나

의 고분으로 표 하면서 람객들이 이 장소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13) 그는 역사를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와 결부시켜 나가며 살아있

는 공간으로 만들어낸다. 과거를 포착하고 이를 시공

간의 주제로 나타냄과 동시에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시

를 구성함으로써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기 시 명 주된 유 구역 시 내용

250

시킨잔 고분

ZONE

2

일본 고 국가의 원류

닌토쿠능 고분을 심으로

다수 고분이 만들어진 시

를 시

고분시

기

츠도우시로야마

고분

400

기 오우진능 고분

닌토쿠능 고분

500

후기

미나미즈카

고분

이치스카

고분군

600

ZONE

1

치카츠아스카와 국제교류

동아시아의 국가들과 교류

를 시작하던 시기를 시

아스카시
시텐노우지

2000
ZONE

3

과학과 문화유산

의 고고학에 한 시

<표 5> 치카츠아스카뮤지엄의 시 구성

13) Ibid., p.78

(2) 작품별 시 구성

작품에 의해 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 환경에 따라

시의 구성을 조 씩 다르게 표 하여 그 장소에서만

표 해낼 수 있는 시공간으로서 창출해내고 있다. 단

순한 작품의 나열보다 공간에서 작품의 해석을 이루어내

면서 그 장소, 그 작품만을 한 공간으로 탄생시킨다.

치 시
공간 구성

작품의 해석 빛의 요소

B2

모네

- 모네가 그림을 그렸을

때와 같은 환경에서 작품

을 감상하도록 의도함

- 시된 장식화의 개념

을 바탕으로 공간 구성

- 천장의 틈으로 작품에

자연 이 내려오도록 함

- 바닥의 리석은 자연

을 다시 반사하며 연못에

서 반사하는 빛의 모습 표

제임스 터
- 빛 자체를 술로 다루

며 공간에 풀어냄

- 작품의 조건에 맞추어

작가가 계획한 의도 로

공간 구성

- 인공의 빛이 공간에

시되며 직 체험할 수 있

도록 함

B3

월터 드 마리아
- 인공 인 것을 통해 자

연의 풍부함을 보여주고자

함

- 작가에 의해 공간이 구

성되어 작품의 의도를 더

욱 확실히 하고자 함

- 인공의 작품과 자연 을

비시켜 작품의 의도를

보여

-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자연 채 을 통해 작품을

비추며 자연의 풍부함 강

조

<표 6> 지추뮤지엄의 시 내 공간 구성 방식

지추뮤지엄은 클로드 모네의 작품을 재해석하며, 이것

의 의미를 확장하겠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14) 빛을 통

해 바라보는 자연의 모습을 캔버스에 담아내는 모네의

시선으로 안도는 이 시공간을 바라보았다. 따라서 지

추뮤지엄에서는 모네의 ‘수련’을 심으로 두고, 그 주변

에 빛과 련된 아티스트인 월터 드 마리아와 제임스 터

을 배치하여 세 를 월하는 빛의 술을 시하고

있다. 시 들은 시되는 작품에 의해 각기 다른 공간

으로 표 되어지며, 작품의 이해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서 나타난다. 안도는 마치 모네가 살아있었다면

구상해냈을 방식 로 그의 공간을 구성해나갔고, 각

시 들은 각 작가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만들어냈기 때문

에 공간은 으로 작가에 의해 표 된 결과이자, 각

작품들을 이해할 수 있는 최 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시 들은 모두 자연 을 사용해 작품을 비추고 있으

며, 이것은 각 공간의 의미를 더욱 효과 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베네세하우스뮤지엄은 장소 특정 미술을 통해 시

를 만들어낸다. 이곳은 건축물 자체가 가진 개성이 강하

면서 시에 합한 내부 구성이 아니기에 일반 인

시 진행 보다는 장소에 한정을 두지 않고 작품을 시하

14) 후쿠다 소이치로·안도 타다오, 술의 섬 나오시마, 마로니에북

스, 서울, 2003, p.51

<그림 10> 치카츠아스카뮤지엄의

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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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장소 특정 미술에 의한 베네세하우스뮤지엄의 시 구성

도록 시도하게 되었다. 내 외부의 경계에서 벗어나 작가

가 원하는 곳에 작품을 설치하면서 공간을 확장을 이루

고 있다. 이는 공간을 작가에 의해 자유롭게 해석하도록

하며, 의도된 작품에 의해 공간이 달리 느껴지거나 풍경

이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한 이곳의 술 작품들은

이 지역에서 나온 쓰 기와 같은 것들로 만들거나, 빈

공간을 쓸모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면서 일상에서 놓치

기 쉬운 것들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로 만든다.

이는 과거 버려진 섬이었던 나오시마가 술과의

조합을 통해 재발견되고 다시 살아난 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2> 명화의 정원의 시 구성

명화의 정원은 도 화를 시하고 있는 공간으로, 변

색이나 부식되지 않아 다양한 방식으로의 시가 가능하

다. 안도 다다오는 작품이 지닌 의미에 따라 시를 구

성하면서 배치의 변화를 주고 있다. 처음 마주하는 작품

들은 동식물의 활기찬 모습을 표 하고 있다. 이들은 1

층에서 하강하는 동선에 수직 으로 시되면서, 진입에

서부터 동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듯 람하게 된다.

이후 미 란젤로의 ‘최후의 만찬’과 ‘최후의 심 ’을 순차

로 마주하고, 특히 정공간인 ‘최후의 심 ’에서 발걸

음을 멈추게 하면서 실제 크기와 동일한 명화를 시하

여 람하는 행 에 머물지 않고, 체험으로서 자의식을

느끼도록 의도하고 있다.15) 결과 으로 명화의 정원은

인간의 삶의 흐름을 기 로 시를 구성하고 종교 인

15) 인목, 안도 다다오의 명화의 정원을 통한 체험 공간분석, 한

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제27권, 2011, p.59

철학을 가미함으로써 람객으로 하여 다가올 삶에

한 내면의 의식을 이끌어내는 체험 인 시 공간을 만

들어내고 있다.

4.2. 시 동선 구성

(1) 내재 의미의 동선 구성

그의 시공간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하나의

이야기와 같이 풀어가고 있다. 의도된 동선에 의해 람

객의 신체 인 활동을 유도하면서 람객 스스로가 공간

자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역사 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야마이 뮤지엄과 치

카츠아스카뮤지엄에서는 람객이 직 동선 속에 내재

된 이야기의 흐름을 경험하도록 한다. 과거를 몸소 느끼

며 장소의 축 된 기억이 공간 속에 되살아나고, 의

공간에서 과거의 모습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16)

시에서의 직 인 체험은 공간과 인간의 내면이 만

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지추뮤지엄에서는 시 을

직 경험하도록 하면서 공간과 객 그리고 술의 일

체를 이루고 있다. 람객들은 ‘빛’이라는 주제의 술

작품들을 안내원들이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 람하게 된

다. 19세기의 모네를 먼 맞이한 후 20세기 빛의 작가

들을 순서에 따라 람하면서 시 에 따라 빛이라는 요

소가 다르게 표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더

불어 공간의 체험은 술의 이해를 돕고, 단순히 시각

인 람이 아니라 람객의 오감을 자극하면서 공간과

술, 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 명화의 정원은 단순히 도 화를 시하고 있는

장소로 보이지만, 사실은 각 작품이 지니는 의미에 따라

이것의 순차를 달리하고 있다. 인간의 삶을 암시하는 듯

한 작품의 순서는 동선의 교차와 시선의 첩, 공간의

다양한 볼륨감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작품이 가지는 의미

를 람객에게 바로 달하고 있다.

(2) 수직 원형 동선의 의미

안도 다다오의 시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원형의 구

간을 마주할 수 있다. 그는 직선 동선의 호흡을 달리하

여 공간을 고조시키고, 흡입력 있게 만들어낸다. 그 속에

서 원형의 동선을 활용해 동선을 연결하면서 완 조 을

시도하고 있다. 직선의 시 구간에서 원형 동선을 사용

해 부드럽게 이어주면서 다음 시로의 시로 자연스럽

게 이끌어내고, 이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이다. 한 이 원형 동선은 부분 슬로 로 표 되어

시 내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듯 이동하는 효과를 주며,

빛을 통하게 하면서 이를 더욱 감상 으로 만들고 있다.

그는 이 동선에서 시가 연속되도록 하여 시각 인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람객들은

16) 임기택, 상학과 건축이론, 시공문화사, 서울, 2014, pp.104-107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7권 2호 통권127호 _ 2018.04          151

자연스럽게 공간을 이동하면서 시의 람에 한 매끄

러운 진행이 이루어 질 것이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베네세하우스뮤지엄은

시 앙에 이러한 공간을 배치하여 시에서 벗어나 외

부로 나가는 이 부분에서 부드럽게 동선을 이어주고

있다. 슬로 로 길게 이어진 동선을 따라 수직 이동이

이루어지고, 공간의 한가운데 놓인 벤치와 술 작품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길 수 있는 장치가 놓이면서 평온한

공간의 이 특성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사야마이 뮤

지엄 한 시에서 벗어나는 이 인 공간을 원형 동

선으로 이어주며 동선을 마무리하고 있다. 치카츠아스카

뮤지엄에서도 과거를 알리는 시와 재를 나타내는

시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원형 동선을 사용하고 있다. 이

는 과거에서 벗어나 재로 나아가는 시 동선 부분에

서 이러한 원형 슬로 동선으로 이어주면서 시간의 변

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3) 빛의 활용

어두운 내부표 과 틈새의 자연 을 통해 안도는 시

공간을 음 공간17)으로 만들어낸다. 이는 람객이 자연

과 어우러진 공간에서 그 속의 모든 것들과 계 맺기를

소망하고 체험 인 공간으로 탄생시키기 함이다. 공간

자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자연의 빛과 그 주변의 것들에

한 순수한 경험이 그의 시공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

들어낸다. 틈에 의한 자연의 유입으로 람객과 공간과

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살아있는 장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림 13> 빛과의 계를 나타내는 치카츠아스카뮤지엄의 단면도

지추뮤지엄에서는 시 동선 곳곳에 자연 을 유입시

키고 있다. 어두운 지하 공간에 자연 이 한 기 내려오

며 람객의 길을 밝 다. 이는 람객들이 자연스럽

게 자신의 내면을 지각하며, 생각할 수 있는 장소로 만

들고 있다. 한 이곳은 각 시 에도 자연 을 유입시

키며 작품을 밝히고 있다. 각 시 의 빛은 그것이 가

진 의미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17) 국어사 에 의하면 ‘음 陰翳’는 하늘이 구름에 덮여 어두움 는

침침한 그늘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음 공간 찬」(타니자끼

이치로, 임지견 역, 도서출 발언, 서울, 1996) 에서 말하고 있는

음 란, 그늘도 그림자도 아닌 거무스름한 모습을 일컫는다. 이는

일본의 정서 하나로 어스름한 창호지와 촛불에 일 이는 어두

운 공간의 아름다움, 양갱과 붉은 된장국과 검은 칠기 그릇의

계는 이 음 에서 비롯한다고 말하고 있다.

있다. 사야마이 뮤지엄의 시 진입부에는 상징물인 지

층이 놓여있고, 시의 끝부분에는 소와시 에 내로

옮겨졌던 취수탑18)이 시되어 있다. 안도는 이 부분을

어둡게 표 하고 천장의 틈을 통해 이 상징물을 밝히도

록 하여 숭고하게 보이도록 하 다. 기념비 인 이 상징

물을 자연 을 통해 밝히면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되

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장소의 기억을 공간에서 재

생산하고 있다. 치카츠아스카뮤지엄은 내부를 고분과 같

이 표 해 장소의 기억을 되살리고, 천창을 통해 빛을

유입시키며 지역의 숭고함을 강조하고 있다. 무개구조에

의한 명화의 정원에서 여기에서 공간을 밝히는 것은 오

로지 자연 으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 속에서 편안

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4>

사야마이 뮤지엄의 자연

<그림 15>

치카츠아스카뮤지엄의 자연

이 게 그는 시 속에 빛과 어둠을 조화롭게 활용하

며 음 이 제공하는 고요함과 강조를 필요에 따라

히 나타내고 있다. 밝음과 어두움이 만들어내는 공간

인 체험 효과에 따라 람객들은 때로 정 인 공간에서

사색 인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며, 때로는 작품을 감상

하면서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4.3. 소결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안도의 시공간 내부는 동

선 사이의 정과 수공간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

고, 내면을 바라보며 사색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

자연과 공간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시공간으로서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 그의 시공간은 시라는 한정된 목 속에서

다양한 공간을 창출하면서 특색 있는 구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공간이 놓이는 총체 인 상황과 술과의 계를

고려한 결과로, 공간과 술 그리고 이를 향유하는 람

객이 하나 되는 장소를 만들어낸다. 각 시공간이 가진

개성에 따라 각기 다른 시로 탄생시키면서 그의 시

공간을 람하는 람객들에게 매번 다른 공간의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정리한 것으로는 아래의 표와 같다.

18) 이 취수탑은 다이쇼, 소와 기의 개수에 만들어진 것으로, 사야마

수지의 상징이며 콘크리트제로는 일본 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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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구분
베네세하우스뮤지엄 지추뮤지엄 명화의 정원 사야마이 뮤지엄 치카츠아스카뮤지엄

내부

내부
동선

동선의
복잡성

복잡한 동선을 통해 체험식 공간을 만들고 있음

단일 동선을 통해 시

체를 훑으며 지나가게

함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수

직이동의 반복을 통해 더

욱 신체 으로 체험하도

록 함

벽으로 동선을 구획하면

서도 시선을 가두기도 하

고 넓게 확보하기도 하며

시각 인 자극을 통해 체

험 인 공간으로 만들고

있음

동선을 길고 짧게 호흡하

며 각 시물이 가진

요도에 따라 다르게 배치

하면서 공간에 한 흥미

를 주고 있음

내부에서 길고 짧게 호흡

하며 동선을 이끌면서 자

연스럽게 람객을 유도

정
자연을 유입하고 람객

의 사색을 유도함

움직임을 유도하고, 자연

을 추상화하면서 천장을

열어 공간에 하늘을 끌어

들이며 사색의 장소로 만

들어냄

-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이공간으로 활용
-

수공간

조망의 매개체로 건축물

과 연계되어 조화롭게 만

들고 있음

-

시에 맞추어 나타나는

수공간은 공감각 요소

로서 람객의 감정을 고

조시키고 작품의 의미를

더하고 있음

진입부의 수공간은 수

지를 추상화하여 물의 동

인 모습을 통해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를 동시에

제공하며 장소를 각인시

킴

자연의 연못과 인공의 건

축물을 조화롭게 만들면

서 동선에서 언뜻 마주하

며 조망할 수 있도록 시

도

공간
구성

카페

동선의 끝에 놓이며 시

공간의 풍경을 더욱 돋보

이게 함

빛과 어둠의 시공간에

서 마지막에 치한 카페

를 통해 풍경을 강조

-

역사 상징인 수지의

모습을 한 에 볼 수 있

도록 함

-

도서

나오시마 지역에 련된

지식의 습득을 돕기 한

목

- -

이러한 공간 구성을 통해 시공간이라는 역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이 가진 환경을 통한 주민들의 커뮤니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모함

기획
시

- - -

강당 - - -

시

시 구성

작품별 시 구성 시 별 시 구성

장소 특정 미술을 통하

여 공간과 술의 조합을

이루어내고, 재생산된 지

역의 재의 의미를 내포

하기도 함

모네의 ‘빛’을 심으로

90년 의 빛의 술과 20

세기 빛의 술을 한 공

간에 시하고 있음

인간의 삶을 기 로 시

를 구성하여 람객으로

하여 다가올 삶에 한

내면의 의식을 끌어내는

체험 인 시를 의도함

역사 인 상징물인 제방

을 도입부에 크게 보여주

며 호기심을 자극하며

시를 이끌고 수지의 탄

생부터 근 까지의 변화

를 유물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는 시 구성 방식

고분의 발달 시기를 먼

시하고 이후 고분의 탄

생과 시 에 따른 발 과

의 모습을 차례 로

시

시

동선

내재
의미의
동선

-

각 시 을 순차 로 감

상하며 각 작가가 빛을

표 하는 방식을 직 체

험하며 이해하고, 체험

인 공간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더욱 확실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의도

명화의 의미를 이야기처

럼 풀어나가고 람객의

내면을 이끌어내면서 체

험 인 공간으로 만들어

냄

람객이 동선 속에 내재된 과거의 이야기를 몸소 느

끼도록 하며 장소에 축 된 기억이 공간 속에 되살아

나고, 의 공간에서 과거의 모습이 재생산되도록

함

수직원형

동선

수직 원형 동선을 배치해

시에서 벗어나 외부로

향하는 이 부분에서

동선을 부드럽게 이어주

면서, 삶과 죽음에 련

한 작품을 시해 사색

의미 한 공간에 부여

- -

시를 마무리하는 부분

에 수직 원형 동선을 통

해 자연스럽게 외부로 빠

져나갈 수 있도록 유도

시 내에서 원형으로 동

선을 이끌며 다음의 시

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냄

빛의 활용

원형 공간에 빛을 유입시

키며 의 의미를 한층

고조시킴

시 동선 곳곳에 자연

을 유입시키며 공간을 밝

히고, 자신의 내면을 지

각할 수 있는 장소로 만

들어냄. 한 시 에도

자연채 을 통해 각 작가

의 의도에 따라 공간을

밝히고 있음

무개구조로 인해 자연

이 공간을 밝히고 명화를

조명하는 역할을 함

강조되는 부분을 어둡게

표 하고 천장의 틈을 이

용해 공간을 밝히면서

시물을 숭고하게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음

공간을 고분과 같이 어둡

게 연출하여 과거의 흔

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

고, 시의 마지막에 천

창에서 자연 이 내려오

도록 하면서 유물을 강조

하고 시에 한 여정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음

- : 해당없음

<표 7> 시공간 특성 분석표

5. 결론

시공간은 ‘ 시’라는 기능을 목 으로 하는 공간으

로, 공간과 작품, 그리고 그것을 람하는 람객의 상호

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변의 총체 인 상황

에 의해 표 되어야 공간과 술 그리고 객이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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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장소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서 공간의 근원과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안도 다다오의 시공간에 해 분석하고자 하

다. 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도출하 다.

첫째, 통의 화를 통한 공간 구성

안도 다다오는 시공간에서 통 인 동·서양의 미를

조화롭게 구성해내고 있다. 일본의 철학과 함께 체득을

통해 마주하 던 서구의 기하학 요소와 미술의

모던함 등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된다. 그는 장소를 계

승하고자 하는 일본의 정신과 그들의 정원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건축화를 표 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의 철학에

서 말하 던 상호 계(間)의 의미를 시하 고, 공간과

시, 객의 조화를 통해 근본 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시도하 다. 그리고 기하학을 동시에 공간에 표

하며 자연 그 로를 존 하면서도 각자 불가능했던 것

들을 시공간에 이루어내고 이들을 조화롭게 만들어내

며 그의 시공간만의 특성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복잡한 동선과 자연의 유입에 따른 체험 공간

그는 의도 인 동선을 통해 람객에게 직 인 공간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비워진 공간을 배치하여 공간을

더욱 체험 으로 만들고, 내면의 사색을 유도하며 시

공간을 단순히 공동의 공간이라 규정짓지 않고 개인의

정신 경험 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수공간

의 요소가 더해지면서 이러한 공간의 의미가 고조되고

있다.

셋째,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시공간 구성

시 별 구성과 작품별 구성으로 분류되는 그의 시공

간은, 각 공간이 가진 환경에 맞추어 그 속에서 다양한

구성을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역사를 알리고 지역 문

화의 문화 인 공간으로 활용되거나, 작품을 공간에 다

양한 방식으로 표 하면서 객의 체험을 도모한다. 따

라서 그의 시공간은 단순히 시의 람을 한 것이

아닌, 그 공간에서만 릴 수 있는 시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결과 으로 시공간은 지역 커뮤니티로 발

되거나 공간과 술의 일체화를 시도하며 객에게 다가

가고 있다.

결과 으로 안도 다다오는 시라는 확실한 목 을 가

진 공간을 자신의 건축 인 특징에 따라 표 하면서도

그 공간이 가진 목 에 맞추어 합하게 구성하며 자신

만의 시공간으로 탄생시키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술 사이에서, 시공간 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작품을 보여주기 한 목 에서 벗어나 체험

인 공간으로 다가서야 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을 시도하며 술과 공간의 일체화를 이루어

진정한 ‘매개’ 역할로 표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시공간이 지향해야할 시 구성을 한

발 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더욱 심층 인 연구가 이루

어질 수 있기를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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