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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C 역사주의를 벗어나 기계미학을 연 건축가로 건축에 있
어서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허물고, 건축과 자연을 등가로 보아 
지역풍토와 자연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건축가라면 르 코르비지

에(Le Corbuiser, 1887~1965)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
는 도시지역에서 기하학적 큐브형태를 구현하면서 유토피아사

회를 실현하고자 하였지만, 동시에 농촌지역에서도 자연과 기
하학적 입방체형태를 대비시키며 동일한 수법으로 설계하였다. 
그의 건축이 자연과 상충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관과 자연을 

투시하도록 설계한 의도에는 그의 내면에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연에 대한 숭고함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 그 증거로 ‘학교는 학생들을 로마가 아니라 프랑스의 시골
마을로 보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교육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

이다’라고 주장하였고1) 기록에 의하면 지역과 자연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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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건채, ‘커뮤니티 디자인’, 남서울대학교 출판국, 재인용, 2012, p.77.

험을 깊이 회상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제도권 
내 건축교육이 식상하다기보다는 건축은 농촌이 축적하고 있는 

지역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연경관 등을 소중하게 여기고, 체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의미로 이해된다. 즉, 건축가로
서 기본적 소양을 다지기 위한 것과 건축가의 내면에 담아야 할 

기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전원은 그에
게 있어서 교육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편안함과 풍요

로움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성장기의 지역풍경과 시골생
활의 경험은 그의 건축에 있어서 그림이 되는 경관이 되었을 것

이다.
하기시마 사토시(萩島 哲)는 실경으로 그린 인상파화가들의 

마을풍경을 현장조사방법으로 분석할 때 화폭에 담긴 풍경을 

‘그림이 되는 경관’으로 설정하였고, 시점에서 보는 실경을 화
가의 그림과 비교하였다. 여기서 보는 이의 장소는 시점이 된
다. 따라서 건축은 다양한 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건축이 시점의 장소가 되어 어떠한 지

역경관, 즉 의도된 경관(그림)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르 코르비지에의 작품 가운데 건축이 ‘의도된 경관(그림)’을 갖
도록 설계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거주자가 수평창과 옥상정

원과 피로티 등을 통해 지역경관을 조망하도록 의도적으로 경

관계획을 스케치한 설계방법을 포착할 수 있었다. 

산간지역과 주거지에 입지하는 

르 코르비지에 건축의 의도된 경관특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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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건축운동(Modern movement of architecture)에 있어서 가
장 영향력 있는 건축가 중의 한 사람으로 20C 기능주의 건축사
조의 주류로 활동하였던 그는 산간지역과 도시 교외지역 및 주

거지에서 설계할 때, 먼저 해당 마을지형과 자연풍광을 투시도
와 크로키기법으로 스케치하였다. 대표적으로 파리근교의 빌라 
사보아(Villa Savoye)와 바이젠호프-시트로안(Villas Weissenhof- 
Siedlung)은 ‘그림이 되는 경관’ 즉, ‘의도된 그림(경관)’을 여러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1920년대 이후 그의 건축설계5원칙
(Five points of architecture)과 주택설계 4가지 조합방식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파사드의 수평창과 옥상정원 및 피로티 
기법은 거주자에게 경관적 시점의 장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

다. 거주자는 자연이 형성한 고유한 풍경과 마을 커뮤니티가 형
성한 지역문화경관을 건축내부의 ‘의도된 경관’의 실경으로 조
망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르 코르비지에에 대한 연구가 근대건축의 

이론에 집중하였다면 본 연구는 건축이 경관의 시점이 되어 지

역경관과 자연풍경, 그리고 마을생활문화를 어떻게 담았는지 
그 방법과 ‘의도된 경관’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의 건축
이 갖는 경관구조 및 지역경관의 의식과 그 특징을 파악하므로 

금후 지역건축 시 경관디자인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근대건축의 거장인 르 코르비지에의 건축 중에서 

프랑스와 스위스, 독일을 중심으로 산간지역과 주거지역에 위
치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시각은 ‘그림이 
되는 경관’이 아니라 ‘의도된 경관’에 맞추어졌기 때문에 지역
경관 및 자연과 관련하여 그가 건축에서 담아내고자 했던 그림, 
즉 지역경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건축수법으로 그림을 
도입할 수 있었는지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 및 자료조사방법이다. 르 코르비지에의 생애

에서 나타난 자연관과 지역에 대한 경험들을 문헌을 통해 연구

하였다. 건축물이 배치된 지형은 경사지와 평지를 구분하지 않
고 조사하였다. 르 코르비지에의 건축형성기로부터 후기작품까
지 전반에 걸쳐 작품을 분류하였고, 특히 산간지역 및 주거지역
에 위치한 조사대상건축물로 한정하였다. 조사대상 건축물은 
<Table 1>과 같다.
둘째, ‘의도된 그림(경관)’에 대한 실태조사방법이다. 2015년 

7월에 현장을 방문하여 르 코르비지에가 설계원칙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연과 지역경관을 도입하고자 했는지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건축설계방법 중 경관계획과 건축양식 등을 파악하

였다.
셋째, 시점을 설정하고 정지화면으로 건축물에서 본 지역경

관을 촬영하였고, 카메라의 화폭에 따라 근경과 원경의 주요특
징을 스케치하였으며, 건축에서 본 경관구조와 그 특징을 분석
하였다. 경관분석의 방법은 시야(視野)를 통해 들어오는 시야각

(viewing angle, 視野角, 문헌에 의하면 35mm렌즈의 화각은 수
평54도이며, 50mm렌즈의 화각은 37도이다2))을 카메라의 각도 
54도 정도로 보고 시점으로부터 시대상(視對象)까지 화폭을 결
정하였고, 앙각(仰角)과 부각(俯角)에 도입된 지역경관을 ‘의도
된 그림(경관)’으로 실경을 그려서 그 특징을 파악하였다. 

2. 르 코르비지에의 자연관과 경관계획수법 고찰

2.1 성장기에 경험한 예술과 지역풍토와 건축탐구

1887년 르 코르비지에는 프랑스남부와 스위스국경에서 불과 
5km정도에 위치한 쥐라산맥(Jura mountain) 줄기 내 산간마을인 
라 쇼-드-퐁(La Chaux-de-Fonds)에서 태어났다. 산간지역의 전통
적 풍토 속에서 아버지는 시계공, 어머니는 피아노 교사, 형은 
아마추어 바이올린 연주자로 가정이 예술가 집안이었다. 그는 
고교시절의 스승인 샤를르 레플라트니에(Charles L'Eplattenier)
가 목공예가(a man of woods)로,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도록 교육하였고, 특히 아버지는 르 코르비지
에와 함께 지역의 이곳저곳을 자주 돌아다녔으며, 지속적으로 
지역 내 산 정상에 올라 광활한 지평선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

다.3) 르 코르비지에의 건축형성기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건축
정규학교의 경험4)은 없었으나 고교 스승이 건축공부를 권유하

면서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후 고향을 떠나 빈 분리파의 
요셉 호프만과 보자르 출신의 토니 가르니에(공업도시), 그리고 
오귀스트 페레(철근콘트리트의 물성이해)와 독일의 피터 베렌
스 건축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건축기술과 설계기법을 경험하

게 된다. 이렇듯 르 코르비지에는 음악적 가정과 지역적 풍토와 
자연, 그리고 예술 및 건축탐구의 토양 속에서 건축을 자라게 
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923년 빌라 라 로쉬(Villa La Roche)를 설계하기 이전에 고
향 라 쇼-드-퐁에서 주택설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 산간
지역의 버네큘라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1916년에 
설계한 아나톨 슈와브(Anatole Schwob) 주택은 구조와 형태미
에서 차이를 보인다. 과도하게 코니스로 마감하는 요소 등은 
있었지만 과거의 역사와 분리되는 양상으로 콘크리트구조와 

순수기하학형태가 실험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르 코르
비지에는 슈와브주택에서 건축의 단순화와 합리화라는 구조적 

시스템을 채택하였고5) 경사지붕 대신 평슬래브 지붕과 발코니 
및 옥상정원을 계획하므로 지역경관과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시점을 갖게 하였다는 점에서 경관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萩島 哲 저/강명수 역, ‘유럽도시 경관가이드북’, 보문당, 2006, pp.21~22.
3) Le Corbusier, L'Art décoratif d'aujourdhui (1925), p.198. 재인용

(https://en.wikipedia.org/wiki/Le_Corbusier). 그의 건축에 나타난 원경은 시
점(視點)을 갖고 볼 때 성장기에 경험한 광할한 지평선과 같이 겹겹의 산능선
이 자주 연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4) 그리스, 로마, 터키 등을 여행하면서 스케치하고, 건축을 공부함
5) 최창길, 예명해(공역), ‘르 꼬르뷔제의 生涯’_建築과 神話, 기문당, 1988,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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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ison Blanche, Le Corbusier’s parents house, 1912 <left> and 
Anatole Schwob house <right> in La-Chaux-de-Fonds, 1916~1918

2.2 유토피아적 자연관과 건축설계수법

르네상스시대에 영국의 토마스 모어(Thomas More, St.)는 유
토피아6)의 모형을 그릴 때 농촌과 도시의 구별이 존재하나 계

몽주의 시대 로지에는 원시 오두막을, 근대시대의 샤를르 퓨리
에(charles Fourier)는 도시를 떠나 농촌에 1620명이 자급자족하
며 살 수 있는 팔랑스테르(phalanstère)7)를 계획하였고, 이어서 
앙드레 고뎅(André Godin)은 퓨리에의 커뮤니티를 발전시켜 
2000(500개의 유니트 규모)명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파밀
리에스테르(Familistère)를 실현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956년, 
1600명이 거할 수 있는 유니떼 다비따시웅을 프랑스 남부 베르
사유에 설계함으로써 하나의 유토피아를 건립하게 된다. 여기
서는 지역적, 기후적인 특성의 차이나 도시와 농촌이라는 경계
의 의미자체를 무의미하게 해석한다. 르 코르비지에의 유토피
아적 이상 안에서는 자연을 절대적인 쏘바쥐(sauvage)의 개념으
로 표현하고 있다.8) 수직도시로써 유니트(가구)를 집합화하는 
형식으로 설계한 르 코르비지에의 설계수법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이후 20C후반, 전 세계의 건축가와 도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르 코르비지에는 이 아파트를 전면도
로를 따라 남북축으로 배치하였고, 각 세대가 자연의 햇빛을 받
게 하였으며, <Fig 2>와 같이 동서방향의 지역경관 및 자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는데, 이는 그의 공유적 자연
관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Fig. 2. South and north view with daylight in the section plan of Unite 
d'Habitation, Marseilles, 1945

6) 유토피아(Utopia, 그리스어 ou-없다<not>와 topos-땅, 혹은 장소<place>의 
합성어)는 토마스 모어(Sir Thomas More, 1478~1535)가 만든 단어로 어느 
곳도 아님(no place), 또는 어디에도 없음(nowhere)을 의미한다. Philip 
Sheldrake, ‘The Spiritual City_도시의 영성’, 김경은 역, 한국기독학생회출판
부, 2018, p.66.

7) 팔랑스테르는 팔랑크스(라틴어>phalanx, 밀집장창보병대<여기서는 공동
체>)와 모나스테르(프랑스어>monastère, 수도원)의 합성어이다.

8) 박진아, ‘르 꼬르뷔지에 유토피아적 자연관의 절대적 이데올로기화 과정 
연구’, 建築歷史硏究, 第13卷 2號 通卷38號, 2004, p.8. 여기서 쏘바쥐
(sauvage)란 야생의, 원시그대로를 뜻하는 프랑스 어로, 르 코르비지에가 
자연을 언급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던 표현이라고 한다.

르 코르비지에는 아르헨티나의 농촌지역을 비행한 경험을 

‘빛나는 도시(radiant city)’에서 쿠아드라(cuadra), 혹은 농가주택
의 표준생활방식을 찬양하는데, ‘사람들은 그들 사이로 이동하
는 것이 편안한 감을 주며, 소규모주택들이 채소밭과 정원에 둘
러싸여 자리 잡고 있어 살기에 좋다’라고 하나의 감정을 기록하
고 있다.9) 마을과 주택과 삶이 건축이며 도시가 담아야 할 그림
(경관)으로 보았던 것이다.
실제로 ‘의도된 그림’은 그의 주택이나 도시계획에서 간단한 

스케치 혹은 크로키로 설명되었다. 메이에르 주택(Villa Meyer, 
1925~1926)설계 시 여사를 위한 스케치를 시점, 즉 건축의 수평
창에서 본 밖의 풍경을 의도적으로 그려 설명하였다. 김광현은 
‘르 코르비지에에게는 창밖의 아르카디아10)의 풍경과 안쪽의 

이상적인 근대생활은 등가였다. 이렇게 그가 이상적 풍경이라
는 모델을 통해서 건축을 만들어 간 이유는 근대적 생활상과 그

에 대응하는 건축적인 해결, 나아가서 새로운 건축적 시스템을 
발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외부의 아르카디아 
기하학적 입체가 픽쳐레스크한 자연경관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근대 도시의 풍경을11) 그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Fig. 3. Utopia designed views of Villa Meyer, Le Corbuiser, 1925

또한 300만을 위한 현대도시(Ville Contemporine, 1922)계획안
과 빛나는 도시(La Ville Radieue_The Radiant City, 1933)를 보면 
도시구조는 고층집합주택으로 설계하므로 주택난을 해소하고 

발생하는 공지를 녹지로 공원화하도록 계획하였다. 즉, 도시의 
불합리에 대한 합리적 기능으로써의 개선 대안에 자연을 대비

시키면서 동시에 건축과 자연을 상호 공존하도록 계획한 것은 

도시주거와 환경을 해결하고자 하는 유토피아적 사고였다고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20년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건축설계5원칙은 건축

경관디자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 중
<Table. 1 참조>에서도 피로티(Piloti)와 옥상정원(Roof garden)과 
수평창(Horizontal window)은 지역경관을 의도적으로 조망토록 
트인 구조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피로티는 건축의 직면입방체를 지면으로부터 들어 올

9) Emma Dummett, ‘Green space and comic order: Le Corbuiser’s understanding 
of nature’, p. 73, Ph.D University of Edinburgh, 2007, p.73.

10) 신고전주의 화가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 1594~1665)이 그린 ‘아르카
디아에도 나는 있다’는 목가적 이상향을 그린 이미지이다.

11) 김광현, ‘르 코르뷔제 건축의 열린 텍스트로서의 도시’, 국토정보, 1995.8,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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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서 사람의 시선과 차량의 통행을 차단하지 않고 주변과 자연

을 투시하게 하며, 원지형을 옥상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 수평창은 라멘구조로 인하여 벽이 구조적으로 자유
로워졌기 때문에 자유로운 파사드를 구성할 수 있고, 띠창으로 
계획되어 주변의 경관을 연속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그리고 옥
상정원은 사방을 투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경우에 따라 시

점의 방향을 지정하여 두는 수법은 ‘의도된 경관(그림)’을 그려
내기 위한 경관수법으로도 이해된다.

Table. 1. Le Corbusier’s Five points of architecture and meanings for local 
landscape12)

Five points meanings of elements note for landscape design

1 pilotis

They are precisely calculated, 
spaced regularly, and used to 

elevate the first floor off the damp 
ground.

It is possible to see 
nature through around 

house.

2
flat roof 
or roof 
garden

This is used for purposed such as 
gardening, play, and relaxation.

Thereby recovering all 
built-upon ground for 

outdoor activities.

3 free plan
The interior walls can be arranged, 
because they are independent from 

the support system.

Is is indirectly influenced 
to view outside, but 
possible to see with 

arrangement. 

4
horizo-nt

al 
windo-ws

They assure even illumination 
from walls to wall and admit eight 
times as much light as a vertically 

placed windows of equal area.

It is directly to view of 
long distance scenery.

5 facade
It can be freely designed because 
of independent of the structural 

supports.

Is is indirectly influenced 
to view outside.

※ : 의도된 경관(그림)과 직접적으로 관계함.

한편, 르 코르비지에의 주택설계의 4가지 조합방식에 있어서
도 지역경관을 끌어드리거나 조망하는 수법으로 내부공간을 개

방적으로 구성한다든가, 건축적 산책로를 도입하므로 연속성을 
갖게 하는 등 내부에서 투영되는 지역경관을 의도적으로 고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의도된 그림(경관)’을 위한 시점의 해석방법

지역경관에서 건축은 외부로부터 보이는 경관요소로, 경우
에 따라 경관형성의 대상으로써 분석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나 

반대로 건축이 갖는 계획된 경관과 그 수법에 중점을 두고, 투
시하는 방법에 대한 해석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
먼저, 시점(視點)은 시야(視野)가 확보되면 시야각(viewing 

angle, 視野角)을 설정할 수 있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야각은 화각 혹은 수평각도를 갖게 된다. 관찰자가 서 있는 
시점이 경사지처럼 위에서 바라보면 ‘마을을 내려다보는 경관’

12) Michael FazioMarian MoffettLawrence Wodehouse, ‘Buildings Across 
Time_An Introduction to World Architecture’, McGraw Hill, p. 479, 2007
1926년초 르 코르뷔지에는 그의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5가지 원칙을 세웠다.

으로, 또는 트인 지형이라면 마을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다. 시점에서 시대상(視對象)을 바라볼 때 시대상까지의 거리와 
높이와의 각도는 앙각(仰角)과 부각(俯角)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렌즈에 의존하여 54도 범위로 보고, 화

폭을 가로세로 9:7로 설정, 실경을 그려봄으로 의도된 그림(경
관)의 단면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시점에서 본 화폭은 조망거리
에 따라 근접경관, 근경관, 중경관, 그리고 원경관 등의 실경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서 르 코르비지에가 의도했던 그림은 무엇
이었을까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Table. 2. Distance sections and angle from viewer to object13)

View section Proximity Close range Middle distance Back-ground

distance (m) 0〜100 100〜300 300〜1000 1000〜

angle of view

3. 건축의 의도된 경관구조와 마을풍경

3.1 조사대상 건축물의 개요 및‘의도된 경관’을 위한 건축

적 대응

조사대상 건축은 <Table 3>과 같이 총 9개이다. 주로 1920년 
이후의 작품들로 처음작품과 후반기작품까지 포함하고 있다. 
유럽에 위치하면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

로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5개의 음영된 건축들은 실경까지 스
케치해봄으로써 건축이 담고 있는 의도된 경관구조와 풍경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처음작품과 후반기(롱샹성당)작품은 그의 근대건축 이념으

로부터 자유롭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건축내부에서 시점을 부여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빌라 사보아는 르 
코르비지에의 건축 및 자연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동시에 설계

요소마다 자연을 조망할 수 있도록 의도된 그림을 위한 원칙과 

특징을 갖는다. 이렇듯 르 코르비지에의 건축은 지역의 경관(자
연)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다음 절부터 작품별로 의도된 
경관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Table 3>은 르 코르비지에가 의도한 지역경관의 도입수법
에 관한 건축적 요소들과 그 대상인 지역의 자연요소들을 열거

하고 있다. 건축적 요소로는 피로티, 옥상정원, 리본창, 자유로
운 파사드, 그라스 월(pan de verre), 브리즈 솔레이유(brise 

13) 萩島 哲 저/강명수 역, ‘유럽도시 경관가이드북’, 보문당, 2006, p.20.



韓國農村建築學會論文集 제22권 3호 통권78호 2020년 8월  29

soleil), 그리고 픽쳐프레임(picture frame) 등이 적용되었으나 여
기서는 피로티, 옥상정원, 그리고 수평창 및 픽쳐프레임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

3.2 빌라 사보아(Villa Savoye)

빌라 사보아의 전경을 보면 <Fig. 4>와 같다. 주택내의 시점
(pilotis, 수평창, 옥상 및 테라스)에서 본 의도된 경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지의 경사도는 1.4°로 거의 평지나 다름없으나 원지형이 

가지고 있는 지형선(Contour)을 존중하도록 계획되어있음을 발
견하게 한다. 피로티는 구조적 의미와 함께 경관적 의미도 내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파사드의 수평창은 구성비가 약 29.0%로 분석된다. 실험에 의

하면 수평으로 긴 창에서의 투사율은 수직일 때보다 8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넓은 화폭을 가지고 있어도 빌라 
사보아는 평지건축이기 때문에 먼 산의 지형선을 조망하기가 어

렵다. 근경의 자연과 이웃한 건축물들이 보다 더 조망된다.
옥상정원과 테라스는 건축적 산책길(Architectural promenad

e)14)인 내부경사로를 통해서 연결된다. 경사로를 통해 옥내와 
외부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옥상으로 오르는 정점에 그림
액자를 설치하여 의도적으로 자연과 지역경관을 그려내고 있

다. 그림액자라는 시점을 부여하므로 지역경관을 주택으로 끌
어들이는 의도된 경관은 르 코르비지에의 경관계획 수법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Fig. 4>에서 르 코르비지에가 
2층 테라스를 스케치한 것과 실경을 보면 의도된 경관을 이
해할 수 있다. 화폭을 9∶7로 설정하여 <Fig. 5>와 같이 그려본 

14) 르 코르비지에의 고향 라 쇼-드-퐁은 산악지대에 위치하여 경사지형을 
갖는다. 지역주택은 독일과 프랑스의 남부지역에서 나타나는 경사지주거형
식과 연계되어있다. 외부경사로는 마차와 사람이 주거공간으로 진입할 
때 사용되는 수단이었데, 그는 지역건축에 나타난 경사로를 건축적 산책로로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실경은 근경에서 활엽수들이 주택을 위요하고 있고, 평지대지
이기 때문에 수목에 가려져 중경전체를 명확하게 볼 수는 없으

나 옥상의 그림액자를 통해서는 원경의 포아시(Poissy) 전경과 
먼 산의 능선의 윤곽을 파노라마경관처럼 조망할 수 있다.

Fig. 4. The horizontal window and interior perspective of Villa Savoye from 
architecture to see outside, Poissy, France, 1929

Fig. 5. Poissy town landscape through picture frame, view point

Building name
(year)/UNESCO(☆)

Place
(area)

Elements of architecture Natures

piloti
flat 
roof

ribbon
windows

free 
facade

pan de verre
brise
soleil

picture
frame

green
field

lake
slope/contour 

line

Maison Blanche(1912) Switzerland/residential × × × × × × 〇 〇 × 〇
Villa Anatole Schwob(1916) Switzerland/mountain × × × 〇 × × × 〇 × 〇

Villas la Roche-Jeanneret(1923)☆ France/residential 〇 〇 〇 〇 × × × 〇 × ×

Villa Le Lac(1923)/☆ Switzerland/mountain × 〇 〇 〇 × × × 〇 〇 ×

Villas Weissenhof-Siedlung(1927)☆ Germany/residentia 〇 〇 〇 〇 〇
(rear facade)

× 〇 〇 × 〇
Villa Savoye(1928)☆ France/suburban 〇 〇 〇 〇 〇 × × 〇 × ×

Chapelle Notre Dame du Haut(1950)☆ France/mountain × × × 〇 × ×
〇

(gentle)
〇 × 〇

Couvent de Sainte Marie de la 
Tourette(1953)☆

France/mountain 〇 〇 × 〇 〇 × 〇 〇 × 〇
Unité d'habitation de Berlin(1957) Germany/residential 〇 〇 × 〇 × 〇 × 〇 × 〇

※ Brochure FLC UNESCO 2015 – version FR 참조, ☆는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임
 이 부분만 의도된 경관(그림)을 분석대상으로 함.

Table. 3. Surveyed place and facade elements of buildings by Le Corbu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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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공간에 조망점을 설정한 것은 르 코르비지에가 의도한 

경관수법으로 공간지각에 시간의 흐름을 더해 본다면 시각의 입

체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경은 주변의 숲 및 
먼 산의 능선과 생활에서 얻어진 커뮤니티 등을 통합적으로 담

는다. 이 통합적 그림은 계절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19C말 인상
주의 화가들이 빛과 그림자의 흐름을 포착하여 그린 빛과 그림

자의 순간의 이미지를 건축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이는 시간의 
흐름을 갖는 상시성의 이미지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르 코르비지에는 건축이 지역의 풍경과 융합되는 

의도된 경관을 설정해놓고 파노라마와 같은 지역경관을 건축
에 도입하였던 것이다. 화폭 속에서 원경으로 보이는 실경은 포
아시의 경관구조와 먼 원경의 지평선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

림으로 하나의 특징으로 꼽아볼 수 있다.

3.3 바이젠호프 시트로안(Weissenhof siedlung)

슈투트가르트 바이젠호프 주거단지 내 시트로안 주택의 전경

을 보면 <Fig. 6>, <Fig. 7>과 같다. 주택내의 시점(pilotis, 수평창, 
옥상정원)에서 본 의도된 경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옥상에서 슈투트가르트 전경을 내려 볼 수 있다. 리본창은 시

점의 연속성을 갖게 한다. 기다란 그림액자를 계획하므로 파노라
마의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옥상에서는 거실의 수평창을 열린 
리본형의 프레임으로 재구성하여 파노라마 경관을 의도하였다.

Fig. 6. The horizontal (ribbon) window and interior view to outside, 
Weissenhof Siedlung unit, Stuttgart, 1927

Fig. 7. Boundary of village and pasture from the middle distance view

<Fig. 7>은 옥상까지 올라온 피로티 구조물 사이에 시점과 
화폭을 정하고 실경을 그린 것이다. 부경으로 보이는 도시의 
경관구조와 먼 원경상의 지역경관 및 지평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4 레만호수의 작은 집(Villa Le Lac)

레만호반(Lac Léman)의 작은집은 호수동단에 건축된 단층의 
큐브형 주택으로 규모가 60㎡(18.2坪)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된 경관(그림)은 11m길이의 수평창을 통해서, 파티오 위 옥
상정원에서, 그리고 정원담장의 픽쳐프레임을 통해서도 남쪽 
호숫가의 정경을 조망하도록 의도되었다. <Fig. 8>에서 의도된 
경관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Fig. 8. Villa Le Lac and distance view in the garden, Switzerland

피로티는 계획되지 않았다. 만일 평지대지 위에 피로티를 계
획하였다면 최소 2층 주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 
인접 경사지형에 위치한 주택들을 가리게 된다. 주변 주택들로
부터 조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고려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대지 안의 시선은 사방의 투시가 가능하도록 트여있어 호수

의 수평선과 산악지역의 자연 지형선을 주요 경관구조로 그리

기에 충분하다.
수평창은 비록 소규모주택이지만 파사드의 입면구성상 창의 

면구성 비율을 약 27.0%로 하여 채광과 조망을 연속적으로 취
하게 하였다. 근경에서는 정적인 수면과 동적인 배를, 중경에서
는 이웃한 마을과 작은 주택들, 그리고 원경은 스위스 쥬라산맥
의 산간마을을 비롯하여 호반의 수평선과 산악지형 등 대자연

의 파노라마 풍경을 화폭에 담도록 하였다. 근접경의 픽쳐프레
임은 정적인 시점을 갖고서 거실의 창과는 경관적 대조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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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연출하였다.
옥상정원은 특히, 파티오상부에서 사방의 지역경관과 뒷마

을의 커뮤니티풍경을 조망할 수 있어 통합적으로 자연과 인공

의 조화미를 그려낼 수 있으나, 정원의 그림액자를 통한 의도
된 경관은 자연과 수변지역의 고유한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그림액자 9∶7의 화폭에 수평선, 근경의 배, 수변마을, 잔잔한 
호수물결, 그리고 원경의 산악구도 등을 담게 하였다. 심미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고유한 지역경관 및 자연풍경으

로 판단된다.

3.5 빌라 라 로쉬(Villa La Roche)

빌라 라 로쉬의 전경을 보면 <Fig. 9>와 같다. 밀집된 주거지 
블록이 사방을 위요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설계5원칙이 적용
되었고, 유기적으로 매스를 구성하였음에도 주택가의 막힌 도
시구조로 인하여 원경조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옥상정원은 
트인 시야를 갖기 때문에 의도된 경관 특징을 그려볼 수 있
었다.

<Fig. 9>의 그림은 옥상정원에서 북동쪽 사이로 시점과 화폭
을 정하고 근경의 실경을 그린 것이다. 저층집합주택의 지붕과 
정원수 및 하늘이 프레임 안에 담겨 있어 파리 주거지 풍경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갤러리 내부의 경사로 위 
수평창은 조망보다는 갤러리 반대 벽면에 전시된 그림들을 균

질하게 자연광으로 조명하고 있어 빌라 사보아와 같은 리본창

은 아니다. 그러나 2층 연결복도의 벽은 글라스 월(pan de verr
e)15)로 처리하여 자연광을 최대로 유입하도록 하였는데, 실내
에서는 조망의 시점장이 되기도 한다.

Fig. 9. Resident landscape view on the roof garden of villa La Roche, France

3.6 롱샹 성당(Ronchamp Church)

프랑스 남부 산간지역에 위치한 롱샹성당은 롱샹읍내가 내려

다보이는 산 정상에 위치한다. 건축설계5원칙과는 대조를 이루
는 형태로 여기서는 균질의 채광과 연속된 시점장을 갖지 않는다. 

15) 1920년대는 르 코르비지에의 목적은 자연광을 건축에 최대한으로 끌어들이
려는 단순한 방법의 하나로 보인다. Flora Samuel, ‘Le Corbuiser in Detail’, 
ELSEVIER, 2007, p.78.

롱샹성당은 르 코르비지에의 기하학적 입방체형태와는 전혀 

다른 파사드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드창이 아닌 랜덤창(Random 
windows)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회중석에 드라마와 같은 빛을 
연출하며, 내부에서는 하늘과 구름만 투시할 수 있다. 창을 통
해서 자연의 흐름은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이다. 개개의 창호형태
를 보면 르네상스의 종탑계단채광창16)처럼 벽체의 깊이를 갖는

다. 즉, 빛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자연광을 도입, 영성의 공간에 
투영하므로 거룩한 예배공간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Fig. 10. The random windows and north facade of Le Corbuiser’s Ronchamp 
church-chapelle Notre Dame du Haut-from architecture to see outside, 

Ronchamp, France, 1929

Fig. 11. Landscape view on the mountain of Ronchamp church, France

16) 조토 디 본도네(Giotto di Bondone, 1267~1337)는 피렌체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로 투시법으로 공간을 묘사하였다. 그가 설계한 피렌체 돔의 종탑은 
계단을 통해 망루처럼 오르게 되어 있어 채광을 위해서 아래 그림과 같은 
여러 직사각형 형태의 창을 도입하였다. 창의 형태는 내부로 확장되도록 
하부가 상부보다 넓게 설계된 구조로 롱샹성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벽의 
두께를 이용한 깊이 있는 채광방식은 빛의 현휘현상을 저감하면서 내부공간
으로 확산, 투사되어지기 때문에 영성의 공간분위기 한층 고양시킨다.

    <프로렌스 대성당종탑의 계단창, 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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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는 북측입면도에서 보았을 때 1.7°로 조사되어 아주 완
경사를 이루고 있다. 그의 초기 스케치 안에서도 완경사지형을 
표현하고 있다. 지형이 갖은 경사각,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완만
하게 형성된 경사지형을 자연 그대로 적용하여 50석 규모(전체 
200명이 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설계됨, 신랑은 13m×25m임)
의 회중석을 설치하였다.17) 자연이 갖는 본래적 지형선을 내부
공간에 적용한 것으로 볼 때 근원상 자연을 존중하는 의도를 인

식할 수 있을 것이다.
남측 벽의 끝점을 시점(視點)으로 볼 때 먼 산의 굽이치는 겹

겹의 능선의 지역경관은 성장기에 경험했던 산 정상에서의 지

평선과 여행기간 때 스케치18)한 폼페이의 유적 크로키와 연관

된다. 

4. 결 론

이상의 연구내용과 연구과정을 통해서 르 코르비지에의 건

축이 의도하는 경관파노라마에 대하여 그의 사고와 건축적 수

법, 그리고 실경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르 코르비지에는 산간지역에서 태어나 청소년기까지 

고향 라 쇼-드-퐁에서 수학하고, 그 후 건축여행을 경험하는 가
운데 성장기의 자연과 지역의 풍토를 그의 기하학적 큐브형태 

속에 어떻게 담아낼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였다. 즉, 지역경관
과 자연을 건축에 도입하고자 하는 심미적 경관계획은 그의 자

연관의 근원적 사고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르 코르비지에의 건축설계5원칙 중 피로티와 수평창과 

옥상정원은 ‘의도된 경관’을 파노라마처럼 연출하는 주요소이
다. 피로티는 경관적 관점에서 보면 원지형과 주변 자연환경을 
조망하게 하고, 수평창은 하나의 기다란 그림액자를 만들어 시
점장을 부여하며, 옥상정원은 실내의 수평창을 재현한 형태로 
시점에 방향성을 제시하므로 하나의 파노라마 지역경관을 연출

한다. 그리고 픽쳐프레임은 정적 시점을 제공하여 의도된 지역

17) 르 코르비지에는 롱샹성당의 남측입면도를 스케치함에 있어서 서측의 반구
형돔 십자탑지면으로부터 동측으로 흐르는 지형선을 완만하게 경사지형으
로 묘사하였다. 교회의 수직적인 형태는 직선으로, 수평적인 요소는 곡선으
로 묘사하였다.

<르 코르비지에 재단 소장>

18) Charles-Édouard Jeanneret, Sketch of forum de Pompei, 1911 ⒸFLC/ADAG, 
재인용. 고대도시 폼페이의 유적을 여행하며 그린 것으로 열주 밖의 산능선을 
먼 배경으로 묘사하고 있다.

경관과 자연을 보다 더 강조한다.
셋째, 르 코르비지에의 기하학적 큐브건축은 인간의 기계미

학으로 지역경관과 자연과는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그는 본래
적 지형을 존중하고, 지역의 풍토와 자연경관을 건축에 담아내
는 의도된 경관디자인수법을 고안하였다. 그에게 건축은 자연
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는 등가적 관념을 사유

하였기 때문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경사지 건축의 경우 마을을 내려다보는 그림처럼 부각

으로 그려지는데, 먼 산의 등고선은 수평으로 보이며 하늘까지 
화폭에 담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파노라마와 같은 지역경관을 

그린다. 평지 건축의 경우 먼 산을 수평으로 바라보는 그림으로 
근접건물과 마을과 등고선(혹은 수평선) 및 하늘이 실경에 포착
되는데 이들을 담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점이 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빌라 사보아는 옥상정원에, 그리고 쁘띠 메종
은 정원 담장벽에 각각 픽쳐프레임을 구성하여 의도된 지역경

관과 자연을 도입하였던 것이다.
다섯째, 르 코르비지에의 후반기 작품인 롱샹성당의 경우 

‘의도된 경관’은 내부공간에 있어서는 드라마틱한 빛의 연출을 
통해 영성의 공간으로 치환되고, 외부공간에 있어서는 지역경
관과 자연을 조망케 함으로 과거와는 다른 경관개념을 갖는다. 
즉, 고유한 산간지역의 지역경관과 자연을 조망함에 있어서 내
외부공간과 연계방식을 택하였던 것이다. 예배공간 역시 영성
의 내부공간과 연계하여 외부공간에도 거룩성의 존재를 동일시

하므로 연린 예배공간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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