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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

종교 공간은 이제까지 일반 상학으로 공간을 근,

분석하 다.1) 그러나 미학 측면뿐만 아니라 성스러움

을 표 하는 종교공간의 특성상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

다는 제가 이 연구의 출발 이다. 일반 상학의

근으로는 다양한 공간의 특성 분석이 가능하나 종교 공

간의 경우, 일반 상학만으로는 그 특성 도출에 한계

가 있다고 단하여 종교 상학이라는 근 방법으로 연

구, 분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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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신이나 자연 인 자 는 힘에 한 믿음

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 인

의미를 추구하는1)문화 체계이다.2)

헨리 러머(Henry Plummer)3)는 그의 서에서 종교

공간의 빛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지평선을 바

라보며 조심스럽게 열린 개구부를 통한 빛의 안착은 능

동 이며, 강렬하고, 살아있는 신성한 힘을 구사하는 것

1) 국내 선행연구 에서 ‘종교 공간’, ‘ 상학’의 키워드로 검색한 결

과 철학자 메를로 티의 ‘체험 ’ 혹은 ‘지각 상학’의 개념으로

종교공간의 특성을 연구한 자료들이 다수이다. (출처:www.riss.kr)

2) 표 국어 사 ,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3) 헨리 러머(Henry Plummer, 1946-)는 미국의 건축가이자 이론가

로 재 일리노이 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의 건축학과 명

교수로 재직 이다. 빛의 특성을 공간과 연계하여 다양한 서와

연구를 하고 있다.(출처: 헨리 러머 , 김한 역, 건축의 경험,

이유출 , 2017)

돔 한스 반 데어 란의 수도원 건축에서 나타나는 종교 상학

빛과 의미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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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것은 종교 상학자인 엘리아데가 ‘성 ’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하기 해 빛이 유발된 것이다.”4)

이 연구 목 은 국내에서는 생소한 네덜란드의 종교건

축가 돔 한스 반 데어 란을 소개하고, 그의 수도원 건축

로젝트 통해 일반 인 범주 이외의 속성을 가진 종교

공간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엘리아데의 ‘성 ’이라

는 이론에 의해 종교 공간이 ‘성’과 ‘속’의 역으로 구분

되며, 이러한 역 구분이 공간과 빛의 특성을 통해 객

인 연구가 될 것이라고 단한다.

1.2. 연구 방법 범

본 연구의 목 인 반 데어 란의 수도원에 나타난 종

교 상학 빛의 특성을 분석하기 해서 종교 상학

이론 헨리 러머와 고야마 히사오(香山壽夫)5)의 공

간과 빛에 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종교 상학 에서 공간과 빛의

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해, 종교 상학에서의 공

간과 빛의 개념을 이해하고, 공간과 빛에 한 키워드를

종교건축물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반 데어 란의 종교 공간에 나타난 종교 상학 특성

을 도출하기 해 건축가의 생애와 건축철학, 그의 건축

공간 특성 등을 통하여 종교 상학 빛의 특성들을 정

리한다. 사례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통해 반 데어

란의 작품에서 나타난 종교 공간의 의미와 보편

성을 고찰한다.

연구의 범 는 반 데어 란의 작품을 · ·후기의 시

순으로 구분하여 소개한다.

2. 종교 상학 에서 본 공간과 빛의

계

2.1. 종교 상학에서의 공간과 빛의 개념

종교 상학은 일반 인 상학의 근에 의해 그 의미

와 구조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종교 상학에서의 공

간과 빛의 개념은 인간이 겪어야 하는 하나의 구체 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감각 인 지각에 의해 나타나는 것

이다.

(1) 종교 상학의 개념과 의의

종교 상학은 하나의 범주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유

4) Henry Plummer, The architecture of natural light, London, New

York, Monacelli Press, c2009, p.18 재해석

5) 고야마 히사오(香山壽夫, 1937-)는 일본의 건축가이자 건축공학자

이다. 도쿄 학을 나와 1964-65년 펜실베이니아 학 미술학부

학원에서 루이스 칸에게 수학하 으며, 동경 학에서 강의한 자료

를 모아 ‘건축의장강의’를 집필하 다. 그의 서에서 ‘공간’과 ‘빛’

의 특성을 근 건축가의 말과 함께 종교 공간의 역사와 의미로 설

명하고 있다. (출처:香山壽夫 , 김 역, 建築意匠講義, 도서출

국제, 1998)

형학 과 방법론에서의 역사 사실과 종교의 본질

의 교집합에서 나온 부분이며, 직 이라는 ‘경험’을 통하

여 종교 공간의 해석

법인 종교 상학으로

발 되는 것이다.6)

종교 상학의 학문

객 성은 '우리

혼을 넘어서는 감의

계시로 이루어진다.’라

고 소개한다.7) 종교

상학의 상은 직

으로 는 인공물과 소통을 통해 직·간 으로 우리 의

식에 제시되는 모든 종교 개념이나 행 는 습을

포 하고 있다.8)

(2) 미르체아 엘리아데의 이론에서 ‘성 ’의 개념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9)가 말하는 ‘성 ’은

‘성스러움의 ’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을 종교학자인

정진홍의 서10)에서는 어떤 특정한 종교 사실이나

는 어떤 보편 종교 한 안에 있는 ‘무엇(whatness)’과

‘구조(structre)’를 성 은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 이처럼 ‘성 ’은 우리의 삶에 하게

계하는 상이며, 시각 분별 이외에 공감각 인 요소

를 이용하여 체험이 가능하다.

(3) 공간과 빛을 통한 ‘성 ’의 체득

신을 만나기 한 공간은 인간이 만든 공간으로 인간

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 공간이기도하다. 그 기 때문에

종교 공간은 신과 인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의

형식과 형태를 갖춘다고 말 할 수 있다.11)

엘리아데는 ‘성 ’의 로 공간을 성스러움과 세속 인

계로 나 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의 표 이 가장 두드

러지는 것이 빛의 역할이다.

건축은 형태와 공간을 매개로하여 여러 재료들의 질료

들이 빛을 통해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고 그 모습을 드러

내는 것이다.12) 이 과정에서 인간만이 느끼는 감성의 본

질이 종교 공간에서만 가질 수 있는 신에 한 성과

숭고함인 것이며, 반 로 인간에게 종교 공간 이외의 공

6) Robert A. Segal, The blackwell companion to the study of

religion, Blackwell Publishing, 2006, p.109 재해석

7) 상게서, p.109

8) 상게서, p.111-112 재해석

9)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1907-1986)는 종교사학자 종

교 상학자로 종교학은 모든 ‘거룩한 것의 ’을 받아들여 그 의

미와 형태를 밝히는 것으로 그 실존 상황을 밝히는 것을 과제로

한다. 그로부터 그는 다양한 상징체계의 형태학을 개함과 동시

에, 그것을 거룩한 것과의 계를 근본에 가지는 ‘종교 인간’에

근거하여 해석한다.(출처: 기다 겐 외, 이신철 역, 철학사 Ⅴ

상학사 , 2011, p.536)

10) 정진홍, 종교문화의 인식과 해석, 서울 학교출 부, 1996, pp.204-205

11) 이진경, 김문덕, M.엘리아데의 종교 상학 으로 본 기독

교공간의 특성에 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 123호, 2017, p.60

12) 상게서, p.4

<그림 1> 종교 상학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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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들을 세속 이라는 반 성질로 설명할 수 있다.

2.2. 종교 공간에서 빛의 특성

건축물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하늘, 우주의 힘, 몸 등의

형태를 연결시키는 방법은 고 로부터 건축가들에게 주

어진 재료 다. 달과 별, 특히 태양은 지구상에서 생명의

모든 리듬을 지배하고, 신의 존재가 거룩한 창조주의 역

할을 하며, 그로부터 생된 지의 건축물에 존재감을

가질 수 있게 하 다.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고 로부터

재까지 연결되는 작업으로 그 결과 공간은 더 이상 일

차원 인 의미가 아니며, 단순하지도 일시 이지도 않다.

공간의 빛 역시 공간생성 때부터 함께 해온 상

하나이며, 이러한 해석은 빛의 표 과 장식을 제하고

지역과 문화의 패러다임을 통한 인식을 갖게 되면 하나

의 종교 상과 통하게 되는 것이다.

헨리 리머의 경우 1987년 출간된 ‘건축: 빛의 시학

(Poetics of light)’이라는 서에서 이미 종교 공간과 종

교 상학자인 엘리아데의 내용을 언 하고 있다. 고야마

히사오는 ‘건축의장강의(建築意匠講義)’라는 서에서

상학자인 엘리아데의 종교학 에서의 공간과 건축

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집은 세계의 모형

(imagini mundi)이다. 주거의 건축양식에서 우주 인 상

징이 강조된다. 이것은 모든 민족의 가장 오래된 문화단

계에서 증명된다.’ 13)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건축은 종교

과 같은 개념에서 출발했으며, 그 의미가 단순한

건축을 넘어 신의 역을 포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 빛을 통한 공간의 성스러운 표

수세기 동안 건축가들은 공간의 분 기를 조성할 때

자연 의 힘을 빌렸으며, 이러한 자연 의 효과를 잘 조

정하는 사람이 공간 연출의 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빛

은 단지 시각으로 인지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상을 경험으로 인지하며, 그 시각 상물을 정화 시

키고, 공간의 체 인 효과까지 조 할 수 있어 감수성

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이다. 빛은 균일한 반사율

에 재료의 단순함이 더해지면 그 효과는 더욱 명확해진

다. 이러한 빛의 특성을 통해 사람들은 공간에서 성스러

움이나 숭고한 감정을 갖게 된다.

a) 순례교회 외부 b) 배공간내부 c) 배공간 천장

<그림 2>순례교회(Pilgrimage church), 독일, 1968

13) 香山壽夫 , 김 역, 建築意匠講義, 도서출 국제, 1998, p.13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경험에서 보편성을

이끌어내어 자의 존재감을 느끼게도 한다. 독일 건

축가 고트 리트 뵘(Gottfried Böhm)의 순례교회(Pilgrimage

church)에서는 자연 동굴 속에서의 빛 상과 같은 공간

경험이 두드러진다. 이 건축물에서 가늘고 약한 빛은 콘

크리트의 물성에 되면서 암석의 질감을 극 화 시키

고, 동굴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 이 과정에서

공간은 동굴 안에서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는 빛의 우연

성과 자연의 물성을 체험하게 된다.

(2) 빛을 통한 주체 시간성 체득

헨리 러머의 서 ‘The architecture of natural light’

에서는 ‘시간을 통해 변화시키는 빛의 조율(Orchestration

of light to mutate through time)‘이라는 개념을 종교 공

간의 시로 소개하고 있다. 그는 건축물은 물리 으로

는 정 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고착화 된

것은 아니며, 자연 의 변화와 움직임 등을 통해 동 인

분 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동

인 분 기는 자연의 변화로 달라지는 ‘환경 시간성’14)

의 향을 받아 건축물이 갖는 물리 한계를 넘어 인간

의 내면으로부터 특정한 개인의 감정이입이 된 ‘주체

시간성’15)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a) 만니스트교회 외부 b) 배공간내부

<그림 3> 만니스트교회(Männistö church), 핀란드, 1992

핀란드의 건축가 유하 이비스카(Juha Leiviskä)의 만

니스트교회(Männistö church)는 건축물의 측면을 자연 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분 시켜 배공간에 들어오는 빛이 자

연의 경 과 어우러진 ‘환경 시간성’을 느끼게 한다.

〈그림 3〉에서의 사진에서 보듯 실내공간에 비취지는 빛

은 하얀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색감과 더불어 자가 주

는 메시지를 체험하는 ‘주체 시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3) 빛을 통한 물성 변형

빛의 효과로 덩어리로 보이던 상체가 자세히 보면

본래의 물성이 변형, 해체되어 상을 처음 인식했을 때

와 차이를 느끼게 된다. 조작된 물성은 사용자로 하여

시각이나 각의 감각을 더욱 극 으로 사용하게 만들

며 결국 이러한 재료와 결합된 빛은 공간 사용자들의 인

습 지각방식을 새롭게 하며 공감각 인 공간으로 도

시킨다.16) 그 로 독일의 건축가 아르쿠스 알만, 아만더

14) 이진경, 김문덕, 게서, p.60

15) 이진경, 김문덕, 게서,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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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사틀러 & 루드비히 와

그룹(arkus Allmann,

Amandus Sattler & Ludwig

Wappner)이 만든 성심교회

(Herz Jesu Kirche)를 들 수

있다. 이 건축물은 멀리서는

하나의 육면체 덩어리로 느

껴지지만 근거리에서 보면

유리 양면에 작은 못의 이미

지를 반복 으로 사하여

기독교의 정신과 함께 작은

입자가 모여 하나의 면이 형성된 모양을 갖추고 있다.

3. 돔 한스 반 데어 란의 종교 공간 해석

3.1. 돔 한스 반 데어 란의 생애

<그림 5> 반 데어 란의 생애에 걸친 작품들

돔 한스 반 데어 란은 종교 공간을 일반 인 공간과

다르게 정의하고 구 했던 네덜란드 건축가이자 수도사

이다. 그는 실존주의 철학자인 오토 리드리히 볼노우

(Otto Friedrich Bollnow)의 향을 받아 비율과 공간 그

리고 공간 요소의 상호 계를 설명하는 상학 개념

을 가지고 있다.17) 반 데어 란은 건축에 한 근을 ‘경

험’의 으로 보고 건축의 규칙과 근원을 탐구하고자

하 다.

1904년 네덜란드 라이덴(Leiden)에서 9남매 막내로

태어났으며, 1923년 델 트의 테크니쉬 호그 스쿨

(Technische Hogeschool, 재 기술 학)에서 건축학부

에 들어갔다. 1926년 델 트를 떠나 1927년 수도사로 수

련을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다.

16) 고 용, 건축공간에 나타난 빛의 상학 지각과 공간 경험

에 한 연구, 건국 박사논문, 2017, p.114

17) Caroline Voet, The poetics of order: Dom Hans van der Laan's

architectonic space, Arq: Architectural Research Quarterly;

Cambridge Vol. 16, Iss., 2012, p.141

1934년부터는 성직자로 임명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건축

학교의 학생들과 꾸 히 교류하 다. 반 데어 란은 세계

2차 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환경에 고통 받는 것에

공감하며, 종교 공간의 본질을 찾았다. 그가 찾은 종교

공간의 본질은 주(住)이며, 이러한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

은 신에게 헌정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

하여 종교건축가를 겸하게 된다.

3.2. 돔 한스 반 데어 란의 건축철학

(1) 라스틱 넘버

‘ 라스틱 넘버(Plastic Number)‘18)는 1928년 반 데어

란에 의해 만들어진 측정 체계이다. 고 로부터 해지

는 황 비율을 종교 차원에서 끌어낸 도상학 기호

와 자연요소에서 찾아낸 수

학 배열을 참고하여 건축

개념으로 정립하 다. 그

표 인 가 그가 만든 비례

시스템인 ’ 라스틱 넘버‘로

써 비율 3:4 는 비합리

인 1.3247의 수학 비례를

시각 으로 표 한 비례체계

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1 : 1,

4 : 3, 7 : 4, 7 : 3, 3 : 1, 4

: 1, 16 : 3 7의 간단한

수치 비율로 표 할 수 있는

8개의 명확하게 구별 가능한

형태의 범 를 생성한다. 여

기서 만들어낸 표 인 ‘

라스틱 넘버‘의 비율은 7 : 1

이다.

와 같은 방법은 근 건축가인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르 모듈러‘와 조를 이루며, 그의 건축 작

품에 다양한 방법으로 반 되었다. ’르 모듈러‘의 한계는

랑스 성인 남성의 평균키를 기 으로 하 고, 각 나라

마다 표 신장에 차이가 있다는 때문에 세계 으

로 통용되기에는 하지 않은 척도체계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19) 측정법에서는 처음에는 미터법을 도입하고, 이

후 피트와 인치체계로 변형하 으나 이러한 작업 역시

서양 문화 심의 사고의 한계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반 데어 란의 ’ 라스틱 넘버‘는 치수의 개념 신

각각의 비례를 심으로 다양한 치수 용이 가능하여 공

간작업에 정 인 평가를 받고 있다.

(2) 삼차원 비례 시스템: 부피측정

18) Richard Padovan, Dom Hans Van der Laan and the Plastic

Number, Birkhäuser, Cham, 2014, pp.186-187

19) 키백과: https://wikipedia.org/모듈러

<그림 6> 학생들과 스톤헨지에

한 토론을 하는 돔 한스 반

데어 란, 1973

<그림 4> 성심교회(Herz Jesu

Kirche) 외부패턴 빛 경, 독일,

2000

<그림 7> 라스틱 넘버로

제작된 막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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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데어 란은 선, 평면

체 의 구별에 기 한 다소

정교한 수학 논증을 사용한

다. 그는 우리가 삼차원에서

공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 비율인 선이나 평면의 기

하학에서 볼 때 볼륨의 계

에서 생되어야 한다고 말한

다. 이러한 방법은 공간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도록 만

든 것이다. 이것은 반 데어 란의 시스템의 독창 인

다른 측정방법이기도 하다.

3.3. 돔 한스 반 데어 란의 종교 공간에서 빛의

특성

반 데어 란은 ‘비례’와 ‘조화’를 자신의 건축 작품의 주

요 개념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의 건축형식에

서 나타나는 시스템의 본질

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

기 함은 아니다. 반 데어

란은 자신의 건축형식을 통

하여 공간의 계를 정의하

는 방식을 찾고자 하

다.20) 그는 건축의 경험을

통한 공간 만들기에 많은 시

간을 할애하 다. 〈그림 1

0〉에서 볼 수 있듯 그의 작

업은 공간 경험을 역구분

을 통해 쉽게 이해하게 하

며, 이와 같은 공간 근 방

식은 건축자재에서 물질로

이동되며, 빛에 의해 강화되

도록 공간을 계획하고 있다.

반 데어 란이 만든 공간에서 개구부의 역할은 빛의 강

도를 통해 공간을 비추며, 빛의 세기에 따라 명·암을 만

들고, 패턴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었다. 공간의 거친 마무

리로 인해 빛이 물질의 표면에 닿을 때 미묘한 효과를

만들고 이것을 건축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상으로 귀결

시켰다. 이러한 작업은 감각을 통한 공간 인지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감각 경험을 유도하는 공간을 만

든다. 그는 종교 공간에서 빛의 역할을 통해 다른 유형

의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4. 돔 한스 반 데어 란의 로젝트 분석

20) Caroline Voet, 게서. p.152

4.1. 로젝트분석의 배경과 분석 항목

반 데어 란의 작품 선정 배경은 수도원 세 곳을 ·

·후기의 연 기 순으로 선정하 다. 그가 처음으로 건

축이론을 마련한 성 베네딕터스베르그 수도원과 신축계

획부터 공사까지 맡게 되었던 애비 로젠버그 수녀원, 건

축철학과 경험이 가장 풍부했던 생애 마지막 로젝트인

토멜릴라 수도원을 채택하 다. 이곳은 모두 공공 공간

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배공간부터 종교인을 한 개인

공간까지 한 건축물 안에 다양한 공간의 특성을 볼 수

있다.

분석의 항목은 먼 로젝트의 개념과 종교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간과 빛에 한 특성방법을 시간, 감각, 물성

의 으로 나 어보고, 반 데어 란의 건축개념을 형태

비례요소와 공간 계요소로 나 어 고찰한다. 로젝트

별로 개별 인 항목 분석 후 5장에서 체 인 내용의

의미 도출하여 반 데어 란이 갖고 있는 빛을 통한 종교

공간의 의미와 작품에서 나타나는 건축의 보편성

에 해 특성을 이끌어낸다.

4.2. 바알스· 성 베네딕터스베르그 수도원, 네덜란드,

1957-86

반 데어 란은 자신이 실 한 건축 로젝트를 '표본'으

로 이론 틀의 근거를 마련하 다. 그는 1959년에 시작

한 바알스(Vaals)의 수도원 설계를 통해 공간 인 측면

에서 건축을 정립하 으며, 장식이 없는 거친 재료를 사

용한 그만의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하 다.21)

핸리 러머는 그의 서22)에서 반 데어 란의 바알스

수도원을 이탈리아 화가 조르지오 모란디23)의 정물화와

21) Caroline Voet, 게서. p.139

22) Plummer. Henry, 게서 p.186

23) 조르지오 모란디(Diorgio Morandi, 1890-1964), 도자기, 라스 등

을 주제로 한 정물화를 잘하고 한정된 색채, 추상 형체에 의해

서 조용하고 깊이 있는 존재의 세계를 창출했다. 1930-50년에는

볼로냐 미술학교 교사 고, 1948년 베네치아 비엔날 에서 상을

로젝트명
작업

년도
이미지 사례분석 특성

바알스· 성 베네딕

터스베르그 수도원

(St. Benedictusberg

Abbey Vaals)

네덜란드

1957-

86

-건축 이론의 틀을 마련

한 로젝트

-성 베네딕토스베르트

수도원 확장계획에

참여

애비 로젠버그 수녀

원 ( R o o s e n b e r g

Abbey, the Mariazu

sters of Franciscus

Waasmunster)

벨기에

1972-

75

-반 데어 란의 첫 번째

신축공사 로젝트로

비율과 련된 내용을

완벽하게 실

토멜릴라 수도원

(Jesu Moder Mari

as Kloster, Mariav

all, Tomelilla)

스웨덴

1991-

95

-고 인 평면에서

자신만의 공간법칙과

빛을 통한 성스러움

극 화

<표 1> 로젝트분석 작품 목록표

<그림 10>Threefold 공간경험 :

심 - 워킹 - 공간 -시야의

계모형

<그림 9>반 데어 란의 비례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배 공간

<그림 8> 3차원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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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서 설명하 다. 그의 공간은 모란디의 작품처럼

단순한 형태를 가진 물질의

고요함을 통해 일상에서 발

견할 수 있는 신의 작은 선

물과 같은 것이라고 표 하

다. 이처럼 그의 공간은

인공 인 연출이나 재료의

다양성을 취하지 않은 단순

명료한 방식으로 표 한다.

4.3. 애비 로젠버그 수녀원, 벨기에, 1972-75

공간과 건축 양식의 미 경험은 '내부'와 '외부', 그

리고 '개방'과 '폐쇄'사이의 미묘한 상호 작용에도 같

이 강하게 련되어있다. 내부와 외부의 모든 면은 최

의 조화를 실 하기 해 설계되고 서로 균형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음악 구성이 일곱개의 음계를 기 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건축물 역시 1:7의 비례에 의거하

여 디자인되었다.

애비 로젠버그 수녀원에서는 기독교 공간에서 쓰이는

통 인 사각의 평면 방식에서 탈피하여 팔각형의 평면

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받았다. (출처: 키백과, https://en.wikipedia.org)

수평 으로는 공간의 심성이 극 화 되고, 수직 으로

는 신과 인간의 계성이 더욱 부각된다. 입면에서 작은

벽돌들이 쌓여 하부의 개구부가 되고, 상부 각 면의 두

개씩 뚤린 측창으로부터 빛이 들어와 산란되어 공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재료의 물성이 변형되면서 성스러움을

극 화한다.

4.4. 토멜릴라 수도원, 스웨덴, 1991-95

반 데어 란 사후에도 진행되었던 수도원 건축물로 그

의 건축이론이 후 에도 작업가능 함을 알려 로젝트

이다. 토멜릴라 수도원 로젝트의 경우, 반 데어 란이

설계 계획만 참여하 다.

이 로젝트의 경우, 기의 반 데어 란의 이론에서

진화하여 3차원의 부피를 더함으로써 공간의 깊이감이

생기고, 단순한 비례의 공간이 아닌 고차원 인 균형감

을 더하고 있다. 상부에서 자연 뿐만 아니라 인공 인

팬던트를 설치함으로써 휴먼스 일에 한 공간의 안정

감과 공간사용 용도의 다변화를 한 배려도 보이고 있

다. 정면 제단 뒤에 한 군데의 개구부만을 크게 뚫고 상

부에 측창 신 종교상징물을 음각한 것은 토멜릴라 수

24) 김종진, 빛과 어둠의 지와 통합에 나타난 공간의 지각과 인식에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19권, 5호, 2010, p.6

로젝트1. 바알스· 성 베네딕터스베르그 수도원

치 Mamelis 39, 6295 NA Lemiers, 네덜란드 작업년도 1957-86

개 요

바알스· 성 베네딕터스베르그 수도원은 1957년부터 시작, 30여년 넘는

기간 동안 작업을 하면서 건축가의 건축 개념을 반 하고 정립하는

무 가 되었다.

그는 내·외부 마감을 같은 재료로 사용하면서 공간에서 자연 을 사용,

빛과 그림자의 비를 통해 다양한 표 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 다.

그가 공간에 한 개념을 확립하고자 사용한 비례 체계의 디자인 방법

도 독특하다.

이미지

빛과

공간에

의한

성 의

체득

상

지각

- 콘크리트 블록이라는 단순한 물성의 재료를 사용, 빛이

바닥이나 벽에 떨어지는 상을 직 으로 인지시킴

- 장식성이 배제된 물성을 지닌 재료는 ‘침묵의 장소’라는

종교공간의 분 기에 걸맞게 공간을 지각하는데 도움을

시간

체득

- 반 데어 란의 작품은 실내공간에서 빛이 희미해지는 그림자

를 잊어버리는 건축물의 시간을 월한 분 기를 만듦:

공간에서 재료와 빛이 만나면서 어둠, 안개, 냄새, 소리 등

의 향으로 정형 인 시간을 이탈한 상황이 개됨

물성

변형

- 빛의 향을 받지 않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비되는 어두움

을 침묵이라는 감정으로 느낌

형태

비례요소

- 유형학 기하학의 환원 순수성을 보여

- 3: 7, 1: 4, 4: 7의 비례 사용 (벽두께 700mm기 )

- 성 에서 하부의 개구부와 상부의 창에는 비율을 조합한 리듬 존재

공간

계 요소

- 바실리카(Basilica)에 바탕을 둔 종교건축의 형 인 평면 구조와도

계를 가짐

- 직선의 진입축과 정면 깊은 곳에 치한 핵심 공간인 제단은 장방향

의 어두운 터 공간과 밝게 빛나는 오 제로서의 빛과 면하는

구조를 가짐

<표 2> 사례분석 로젝트1

로젝트2. 애비 로젠버그 수녀원

치
Oudeheerweg-Heide 3, 9250 Waasmunster,

벨기에
작업년도 1972-75

개 요

애비 로젠버그 수녀원은 총 세 차례 지역을 옮겨가며 지어졌으며,

이 반 데어 란에 의해 1975년 만들어지면서 재까지 운 되고

있다. 내부의 가구에서부터 정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건축철학이

반 되었으며, 단순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평온함과 리듬감이 느껴진다.

이미지

빛과

공간에

의한

성 의

체득

상

지각

- 자연 이 유입되는 공간은 동선 상에서 최종 이며 제단을

심으로 극 인 역할을 만들어 냄

시간

체득

- 자연 은 상부 측창에서 한 면에 두 군데씩 창으로 조성 됨

- 인공 은 팬던트(Pendent)형식으로 벽면의 재료를 쓸어내리

며 공간에서 조연의 역할을 함

물성

변형

- 내부공간의 마감재를 벽돌을 사용함으로써 한 장의 벽돌이

과 조화를 이루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공간을 바라

보면 이 마감재들의 계는 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체

로 구성되어져 보여, 어느 면은 기둥을 어느 면은 벽체를

구성하고 있음

- 마감재 에 강한 빛이 들어오게 되면 각각의 텍스쳐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로 공간을 인식하게 되며,

내·외부의 경계가 모호해짐

형태

비례요소

- 비례 시스템을 통해 구성된 기본 건축의 개념은 순수한 형태,

명시 인 단순성 리드미컬 한 공간 순서로 표시됨

- 깊이 175m, 정면 정사각형은 약 25m이며, 1 : 7의 비율을 가짐

- 기둥의 배열이나 창의 배열 등으로 공간의 리듬을 경험

- 성 에서 공간, 형태 비례가 하나의 큰 조화를 이룸

공간

계 요소

- 행사 시 신도들이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심 을 앙으로

향하게 배치하고, 회 석에는 상호간의 친 도가 높아지도록 유도함

- 천정 상부를 보면 빛에 의해 하늘로 상승하는 수직의 축을 매우

강하게 체험 가능24)

<표 3> 사례분석 로젝트2<그림 11> Giorgio Morandi,

Natura morta,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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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자연 이 측면에

서만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공간에서 빛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종합분석도출

5.1. 종교 상학 에서 나타나는 공간과 빛의

의미

의 연구를 통하여 반 데어 란의 작품에 담긴 종교

상학의 특성을 공간과 빛을 통해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모든 로젝트 사례에서 배공간에 측창을 만

들어 빛을 통한 ‘자연 시간성’과 종교 공간 안에서 ‘주

체 시간성’을 갖는다. 우리의 시간경험은 재 안에 있

는 과거, 미래 안에 있는 재, 과거 안에 있는 미래, 미

래 안에 있는 과거 등을 운 할 수 있는 경험을 담고 있

다.28) ‘주체 시간성’은 인간의 내면에 혹은 개인의 체

험을 통해 얻어지는 동일한 시간 개념을 월하는 특성

25) Caroline Voet, 게서. p.139

26) 김종진, 게서. p.6

27) 김미례, 김문덕, 종교 공간에 있어서 상학 인 빛의 연출에 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 8권, 2호, 2006, p.137

28) 정진홍, 종교문화의 이해, 청년사, 1995, p.86

을 갖는다. 이것은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의 개념이 비시

간화 되는 것이다.

둘째, 빛을 통한 성 은 재료의 단순함과 더해져 개인

의 경험을 강화시킨다. 시각으로 인지되는 재료의 물성

은 개인 경험과 더해지면서 비물질화 된다. 재료에 부

딪히는 빛이 빛과 어둠의 이분법 계를 넘어 어둠을

바라보며 침묵이라는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다.

셋째, 동일한 물성의 재료들은 빛을 통하여 시각 으

로 내·외부의 경계가 나눠지기도 하며, 작은 입자의 재료

들이 거리와 계하여 본래의 물성이 변형되거나 해체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연 기 순으로 검증된 반 데어 란의

로젝트는 후반으로 갈수록 이차원 인 비례에 한 검증

을 삼차원의 공간까지 확 시켰다. 그 결과, 공간을 객

이고 명확한 비례체계로 제시할 수 있었다. 수도원 건

축의 경우, 수도자들의 의복을 포함하여 모든 가구와 물

건을 디자인 하는데 동일한 철학을 사용하기 때문에 종

교에 한 경험이 강화된다.

‘형태의 연극(The Play of Forms)’이라는 반 데어 란

의 서에서 그는 에 보이지 않는 형태와 경험을 각

을 통해 느끼고, 그러한 물성을 재로 만들기 해

에 보이는 형태로 제작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작업방식

이야말로 반 데어 란이 공간에서 갖는 자신만의 건축 방

법인 것이다.

5.2. 반 데어 란의 작품에서 나타난 종교 공간의

의미와 보편성

리차드 도반(Richard Padovan)의 연구29)에서는 반

데어 란의 이론이 고 비례 이론 ‘르 모듈러’와 같은

근 이론들과 반 데어 란의 로젝트에서 보이는 차이

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 연구자의

분석과 공통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반 데어 란의 작업은 경험 이며, 추상 인 신념

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은 그가 자신의 건축

이 종교와 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종교 역시 경험을

29) Richard Padovan, 게서, p.183

로젝트3. 토멜릴라 수도원

치
MARIAVALL, Bondrum, 273 95 Tomelilla,

스웨덴
작업년도 1991-95

개 요

토멜릴라 수도원은 반 데어 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1995년 건축물로

써 그가 만든 주요 로젝트 하나이다. 이 로젝트는 지각과 련

된 비례 임 작업과 반 데어 란의 공간 경험의 척도로 설명된다.

기 로젝트 이후 계속 으로 발 된 미와 결합된 공간비율 결합이

인상 이다.25)

이미지

빛과

공간에

의한

성 의

체득

상

지각

- 심공간에 체험자는 정확한 수직축의 상부에 있는 양

창으로부터 들어오는 빛과 마주하게 됨

- 상부의 빛은 어둑어둑한 내부의 공간과 립하며 공간경험

의 정을 이룸26)

- 하단의 열과 상단의 창이 서로 겹쳐지면서 리듬을 통한

효과를 극 화시킴

시간

체득

- 장식을 제하고 단순한 매스의 형태로 성 인 재료 사용

- 자연 을 통한 연속 인 빛의 창이 만들어지며, 단순한

색채는 공간에서 시간의 모호함을 주며, 체험 시간성을

부각시킴

물성

변형

- 빛은 명암의 정도에 따른 윤곽에 따라 사물의 형태화 질감

을 인식시키고, 공간의 형태 구성을 외부로 드러나도록

함27)

형태

비례요소

- 성 에는 하단 4개의 개구부와 상부 9개의 측창 배치

- 4: 3, 7: 4의 비례 사용 (벽두께 600mm기 / 개인공간 4.2m활용)

공간

계

요소

- 제단과 회 석이 하나의 심 을 향하도록 배치

- 바알스· 성 베네딕터스베르그 수도원과 평면 입면형태를 동일하

게 지님 (비례 형식은 차이가 있음)

<표 4> 사례분석 로젝트3

의 미

상지각
- 빛과 어둠의 이분법 계를 넘어 어둠을 바라보며 침묵이

라는 감정을 일으키는 것

시 간
- 일상에서 인지하는 시간의 개념이 종교공간에서는 비시간화

되거나 주체 시간성을 가짐

물 성
- 본래의 물성이 변형되거나 해체

- 비물질성: 재료의 단순함과 더해져 개인의 경험을 강화

비례 계

- 후반으로 갈수록 이차원 인 비례에 한 검증을 삼차원의

공간까지 확

- 심과 수직, 수평의 방향성을 가짐

<표 5> 종교 상학 으로 본 공간과 빛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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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개념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시스템은 본질 으로 삼차원 이다. 물론, ‘ 라

스틱 넘버’의 최 는 이차원의 비율로 시작하 으나, 공

간을 인식하고 건축물을 작업하면서 삼차원의 이론을 확

실히 정립하게 된다. 이것은 입체 공간에 입시키기

알맞은 비율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비율’은 반 데어 란이 만든 건축 공간 형성의

열쇠이며, 인간 사회에서의 조형 역할이다. 미를 한

건축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례의 정확성에 근거

한 건축을 하고자 한다. 그의 작업은 후반으로 갈수록

시각 으로 편안하고, 미 인 감각을 더하는 비례공간으

로 진화한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로젝트는 공간과 시간, 경험과 움직임에 반응

하는 계층 이고, 역동 인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빛

에 의한 종교공간의 체험을 공간에서 감각을 통한 지각

시간과 물성 등의 , 형태의 비례. 공간의 계 등

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다.

6. 결론

지 까지 반 데어 란의 로젝트를 통해 종교 상학

이라는 방법론을 통하여 ‘성 ’을 공간과 빛의 경험으로

공간에서 감각을 통한 지각, 시간, 물성의 형태

의 비례. 공간의 계 등으로 살펴보았다. 그의 건축철학

은 종교 상학 범주와 건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편성이 나타남으로써 이 연구의 가치가 있음을 입증한

다.

종합 분석 도출에서 그의 로젝트들은 종교공간에서

시간의 개념을 객 혹은 주 으로 경험할 수 있음

을 보여주었으며, 감각과 연계된 감정의 묘사, 물성의 변

형과 해체로 개인의 경험을 강화 시키는 특징을 드러내

고 있다. 반 데어 란은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건축

가이지만 유럽에서는 근 건축가인 르 꼬르뷔지에의

‘르 모듈러’를 능가하는 건축법칙과 형태의 비율 등에

하여 조 가 깊은 건축가로써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의 연구를 통하여 종교 공간의 건축가와

그와 련된 새로운 건축 을 소개할 수 있는 것에 의의

를 두며, 종교 상학에 한 심이 종교공간과 연계되

는 객 인 지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결론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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