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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꼬르뷔지에 건축에 나타나는 흐름의 공간으로서의 필로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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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a Pilotis as a space of flow in Le Corbusier's works. The first of his

principals, "pilotis" shown in "5 principals in new architecture" represents the articulated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and site. The study is based on the flow concept of Pilotis regarding especially its functional,

environmental, and visual perspective. Le Corbusier describes his architecture as a circulation representing the

modern society. The Pilotis space is often reserved for this circulation while this space is also suggested as a

place for the leisure or the garden uninterrupted. So it seems to be meaningful to find out the real usage of the

Pilotis space in Le Corbusier’s work in order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iculated space and its use

proposed. The second question is concerning to the Pilotis space as a space of flow of the light and the air.

This issue is not only related to the plastic aspects of the buildings, but also caused from the social, or

environmental problematic of those days. Finally, the continuity of the regar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the raised volume by Pilotis.

Keywords 필로티, 동선, 입구, 빛, 공기, 시선

Pilotis, Circulation, Entrance, Light, Air, Regard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과 대지의 분리관계는 필로티라고

하는 건축어휘에 의해서 달성된다. 이는 1914년 ‘돔-이노

(Dom-ino)시스템’과 1926년 ‘새로운 건축의 오원칙’에 따

른 결과로서 그의 건축적 특징을 결정짓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필로티는 근

대건축운동과 국제주의 양식을 거치면서 현대 건축에서

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대건

축의 부작용으로 자주 거론되는 건물과 대지 및 주변 환

경과의 이분법적 분리에 의한 건물의 오브제화는 어쩌면

필로티라고 하는 건축 어휘와도 일정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르 꼬르뷔지에의 필로티가 갖는 본

래의 건축적 의미와 그 목적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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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건축에서 건축과 대지와의 관계라고 하는 영원한

문제제기에 대한 하나의 작은 줄기의 뿌리를 찾는 것과

같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르 꼬르뷔지에의 필로티

공간을 ‘흐름의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의 생

각을 쫓아가 봄으로써 필로티라고 하는 하나의 건축 요

소가 건물과 대지의 분리 관계에서 기능적, 환경적, 시각

적 측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고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

는지를 파악해보고 이를 통하여 그 활용의 의미를 찾아

보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르 꼬르뷔지에의 1920년대 이후의 작품 중 필로티가

적용되었던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각 시대별로 동선과 입

구의 처리 등에 대한 해석이 분명한 18개의 작품을 대상

으로 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능적, 환경적, 시각적

측면에서 각각 동선의 흐름, 빛과 공기의 흐름, 시선의

흐름 등 세 가지 관점에서의 분석틀을 설정하고 흐름의

공간에 대한 주제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으로 르 꼬르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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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의 저서에 실린 그의 글에서 나타나는 필로티 공간

의 효용성에 대한 논리와 그의 작품을 동시에 분석함으

로써 르 꼬르뷔지에의 사고의 흐름이 실제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 결과로

필로티가 그의 건축 구성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동선의 흐름

르 꼬르뷔지에의 필로티 공간은 ‘흐름의 공간’으로 해

석된다. 건물을 땅 위로 띄움은 하부의 비워진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가운데

‘움직임’, ‘흐름’은 시각적, 혹은 기능적 측면에서 강조되

고 있다. 특히 동선은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의 동선 중시 사고방식은 그

의 저서를 통하여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건축은 동선입니다....그것은 아카데믹한 방법론을 폐

기하고 필로티의 원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말입니

다.”1)

“동선은 중요한 현대적 용어입니다. 건축과 도시계획

에서는 동선이 가장 중요합니다.”2)

2.1.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분리

르 꼬르뷔지에는 필로티로 이루어진 공간의 장소적 특

성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강

조한다. 그곳은 ‘작업과 휴식을 위한 멋진 은신처가 될

공간’3)이 될 수도 있고 ‘주차 및 차량 동선’4)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스포츠는 주택의 밑에서-도시의 넓게 펼쳐

진’의 표현과 같이 여가를 위한 공간이 되기도 하고, ‘여

기에 얇고 수직적인 표면, 손상되지 않은 표면이 있습니

다. 이 표면들은 수면에서 반사됩니다. 건축적인 감흥을

주는 원리는 이런 것들 속에 있습니다.’5)라는 글에서와

같이 건축의 서정적 감흥을 위한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근대문명의 상징인 기술, 특히 자동차의 보급

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가 주거 환경에 미쳤던 영향을

고려할 때, 필로티에 의해 확보된 외부공간의 활용 방안

에 있어서 차량 동선은 그의 건축과 도시의 새로운 원칙

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되었음

을 부인할 수 없다. 그는 “건축과 도시계획을 일치된 개

1) Le Corbusier, 프레시지옹, 정진국 이관석 역, 동녘, 2004, p.64

2) Ibid., p.148

3) 루셰르(Loucheur) : 저비용 주거법을 위한 주택, Ibid., p.62

4) ‘사무국 필로티 아래에 개방 주차장을 만들고 도서관 필로티 아래

에 폐쇄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한 것이 모두 이 필

로티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국제연맹청사 - Palais des

Nations)’

Le Corbusier, Précisions, Altamira, 1994, p.49

5) Le Corbusier, 프레시지옹, 정진국 이관석 역, 동녘, 2004, p.77

념으로 여깁니다. 모든 것이 건축이고, 모든 것이 도시계

획입니다.”6)라고 말하며 건축과 도시계획의 문제를 일시

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필로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도시의 교통의 흐름과 건축의 차량 동선에 대

한 문제를 연속선상에서 보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더불어 동선의 문제에 있어서 보행자와 자동

차 동선의 분리에 대한 인식이 따르게 됨을 이야기한다.

“동선은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야만 한다 :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량 동선, 수송을 위한 동선, 배달을 위한

동선 등은 분리되어야 한다. ...도시를 입체적으로 생각해

야만 한다. 즉 높이를 가진 동선을 여러 레벨에 걸쳐서

수립해야 한다.”7)

이러한 그의 보행자와 차량 동선의 분리에 대한 사고

는 필로티의 활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는

다. 필로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초기의 작품에는 필로

티 공간과 차량 동선의 관계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

고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메

종 시트로앙, 빌라 라로슈 쟌느레, 바이센호프 주택 등에

서 필로티 공간은 정원 혹은 서비스 기능 정도로 활용되

고 있는 반면, 메종 쿡과 빌라 사보아에서는 각각 보행

자와 차량의 동선이 분리되거나 혼재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스위스 국제연맹청사의 현상설계안

(SDN)과 모스크바의 센트로소유즈 계획안에서는 대부분

주차장과 차량 동선을 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 반면 스

위스 학생회관에서는 보행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차량 동선 위주의 필로티 공간에 대

한 활용은 1920년대 후반 대형 공공 프로젝트에서 주로

많이 발견되는데 1930년 출판된 ‘프레시지옹’의 ‘기술은

시적 감흥의 기반이며 건축의 새 시대를 연다’에서 SDN

과 센트로소유즈를 설명하면서 동선, 특히 차량 동선과

주차장을 위한 용도로서의 필로티 공간의 효용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되고 있다.

한편 차량 동선과 주차장 중심의 이러한 경향은 후기

작업으로 진행되어 갈수록 보행자 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936년 브라질의 교육 위생국의

설계안에서는 건물 주동의 하부 전체 공간을 온전히 보

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할애하면서 부속 건물 하부에만

차량 관련 동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1946년 마르세이유의

유니테 다비타시옹에서 필로티 하부는 보행자 동선과 입

구 위주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차량 동선은 통과 동선으

로서 만의 제한된 적용과 더불어 주차공간을 별도로 계

획하고 있다. 이후 유니테 다비타시옹–낭트 레제(1953),

피르미니(1960)-에서도 역시 필로티 하부의 차량 동선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별도의 주차

6) Le Corbusier, Précisions, Altamira, 1994, p.71

7) Dictionnaire de l’architecture Moderne, Paris, Editions Fernand

Hazan,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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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분리형 입구 통합형

Maison Citrohan 1922

Villa La Roche 1923

Weissenhof 1927

(Type Citrohan)

Maison M. X.Bruxelle

1929

Petite maison Alger 1933

Maison Cook 1926

Weissenhof 1927

Villa Savoye 1929

Pavillon Suisse 1930

Maison Locative Alger 1933

Min. Education nationale Sante Publique

1936-45

Unité d‘Habitation Marseille 1946

Unité d'Habitation Nante-Rèze 1953

Unité d'Habitation Firminy-Vert 1960-65

La Tourette 1957

Musée Nationale d'Art Occidentale Tokyo 1957

Pavillon Brésil 1958

Centre d'Art Visuelle 1961

Palais des Congrès Strasbourg 1964

<표 2> 입구의 통합과 분리

프로젝트 보행자 자동차 주차장

Maison Citrohan 1922 ◎ × ◎

Villa La Roche 1923 ◎ × ×

Maison Cook 1926 ◎ ◎ ◎

Weissenhof Type Citrohan 1927 ◎ × ×

Weissenhof 1927 ◎ × ×

Villa Savoye 1929 ◎ ◎ ◎

Maison M. X.Bruxelle 1929 ◎ ◎ ◎

Pavillon Suisse 1930 ◎ × ×

Maison Locative Alger 1933 ◎ ◎ ×

Min. Education nationale Santé

Publique 1936-45
◎ ◎ ◎

Unite d;Habitation Marseille 1946 ◎ △ ×

Unite d'Habitation Nante-Reze 1953 ◎ △ ×

La Tourette 1957 ◎ × ×

Musee Nationale d'Art Occidentale

Tokyo 1957
◎ × ×

Pavillon Bresil 1958 ◎ × ×

Unite d'Habitation Firminy-Vert 1960-65 ◎ △ ×

Centre d'Art Visuelle 1961 ◎ △ △

Palais des Congres Strasbourg 1964 ◎ × ×

<표 1> 필로티와 보행자, 차량동선

공간을 건물 외곽에 배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① ②

<그림 1> ① 필로티의 스케치, Le Corbusier, 1951

② Pavillon Suisse, 1930

<그림 1-①>의 르 꼬르뷔지에의 스케치에서 보여지

듯, 과장되게 얇은 기둥으로 이루어진 필로티 공간은 보

행자를 위한 동선과 잔디밭과 같은 녹지의 흐름을 강조

하고 있다.8) 이는 필로티 공간의 활용에 대한 르 꼬르뷔

지에의 사고가 초기에는 다양한 용도의 활용 가능성이라

는 측면에서 혼재된 상태로 진행되다가 차츰 그 중요도

에 따른 위계를 설정하는 가운데 먼저 보행자와 녹지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설정하고, 2차적으로는 횡축으로

관통하는 통과개념으로서의 차량 동선의 설정, 그리고

주차장은 최소화 하거나 아예 분리시키는 경향으로 나아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필로티가 모더니티를 상징하는 근대건

축의 어휘로서 세계 곳곳에서 국제주의 양식(Style)으로

반복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차량과 보행자 동선

의 혼재 등에 사용되어지고, 특히 차량 동선과 주차장을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왔음을 고려할 때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결국 이러

한 점은 장소성의 부재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근대건축

8) Adolf Max Vogt, Le Corbusier the Noble Savage, Toward an

Archeology of Modernism, The MIT Press, 1998, p.26

의 왜곡된 이해에서 비롯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르 꼬르뷔지에의 작품 전집에 소

개된 ‘스위스 학생회관’의 사진<그림 1-②>은 특별한 메

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필로티 공간은 자동차

의 동선이 배제된 채 보행자 동선과 입구를 강조하고 바

닥에서 살짝 솟아있는 기단은 땅의 존재감을 잊지 않게

해주며 의자를 내어놓고 앉아있는 두 사람의 연출 효과

는 필로티 공간이 흐름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필로티 공간에 새로운

장소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2. 입구의 통합과 분리

입구는 외부와 내부 공간 사이의 전이(轉移)가 일어나

는 장소이다. 르 꼬르뷔지에의 필로티가 적용된 건축물

은 필로티 공간을 거쳐서 입구에 다다르는 ‘입구 통합형’

과 입구와 필로티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입구

분리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의 ‘메종 시트로앙’

의 경우는 필로티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입구는 이와는

관계없이 외부의 계단을 통하여 주 생활공간으로 직접

동선을 유도함으로써 서로 그 기능을 달리하고 있다. ‘빌

라 라 로슈’의 경우에도 필로티 공간은 조경을 위한 공

간으로 쓰일 뿐 건물의 입구와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

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메종 쿡’과 ‘빌라

사보아’는 필로티 공간을 거쳐서 입구에 도달하게 함으

로써 필로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으로서 입구의

형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형식을 보인다.

이러한 관계설정은 1920년대의 주택 시리즈의 경우 상

대적으로 입구 분리형이 보다 많이 나타나고 1930년대

이후의 건축에서는 입구 통합형이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이는 점차적으로 입구와 필로티 공간과의

상호 관련성에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즉, 필로티가 단순히 건물을 지면에서 들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동선의 흐름과 입구, 그리고



<그림 3> ① F. L. Wright, Robie house, 1910

② G. Rietveld, Schröder house, 1920

③ T. V. Doesburg, Rhythm of Russian Dance,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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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의 분절 등과 같은 건축의 전략적 개념설정과 설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2.3. 구심적 접근으로부터 원심적 공간으로의 전개

입구 통합형 건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필로티 공간

을 거쳐 입구에 도달하는 경우 방문자는 입구에 들어서

는 순간 이미 건물의 가장 깊숙한 중심부에 가까이 들어

와 있으며, 이후 건물 내부에서의 동선이 다시 외부를

향해서 전개되는 원심적 공간구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는 점이다. 즉 내부 지향적 외부공간-필로티에 의한-의

구심적(centripète) 동선 유도를 통하여 입구를 거치면서

외부 지향적 내부공간으로의 원심적(centrifuge) 동선 전

개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메종

쿡’, ‘빌라 사보아’, ‘스위스 학생회관’, ‘유니테 다비타시옹

(마르세이유)’, ‘메종 쿠루체’, ‘동경 국제 서양미술박물관’,

‘브라질 학생회관’, ‘케임브리지 시각예술센터’ 등에서 나

타나고 있으며 필로티가 방문자를 입구로 유도하는 과정

적 공간에 참여함으로서 건축적 산책의 시작 단계에 기

여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① ②

<그림 2> 구심적 공간으로부터 원심적 공간으로의 전개

① 동경 서양미술사 박물관1957 ② 시각예술센터1961   

외부를 향한 원심적 공간 구성 방식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 L. Wright)나 데 스틸(De Stijl), 요소주의

(Elementarism)9)의 예에서도 그 특징적 경향을 볼 수 있

다. 라이트의 경우에는 벽난로와 같은 중심부의 수직적

인 요소를 중심으로 외부를 향해 바닥과 지붕의 수평면

이 확장해 나가는 조형원리를 보이고 있고, 데 스틸은

리트벨트(G. Rietvelt)의 슈뢰더 주택의 경우에서와 같이

열린 입방체의 개념으로 면의 분리와 코너 부분의 개방

으로 인해 외부를 향한 원심적 구성 원리의 개념을 나타

내고 있다. 반 되스부르그(Van Doesburg)는 ‘러시안 댄

스의 리듬’에서 직교체계의 선적인 구성 가운데 개방된

모서리를 향해 내부에서 외부로 방향성을 가지며 공간이

확장되는 듯한 그림을 통해 원심적 구성 원리를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이들과 르 꼬르뷔지에의 원심적 공간

구성 원리의 차이는 후자의 경우 필로티라고 하는 요소

에 의해 외부와 내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간을

9) 반 되스부르그는 요소주의의 조형원리 중 하나로서 반 입방체

(anti-cubic)의 원리를 주장하며 입방체의 분할과 분해를 통하여

외형을 감싸는 벽들을 수직과 수평면으로 분해하여 내, 외부의 구

분을 제거한다.

지나 방문객의 동선이 구심적으로 건물의 중심에 다다른

상태에서 공간의 전환이 일어나며 건물의 중심부에서 외

곽 쪽으로의 동선 전개가 이루어지면서 특히 램프 혹은

계단에 의한 단면상의 변화에 의해 그 효과가 극대화 되

고 있다는 점이다. 즉 조형적 구성 원리로서 뿐만 아니

라 방문자의 동선의 흐름, 즉 건축적 산책의 과정에 깊

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① ② ③

3. 빛과 공기의 흐름

“건축은 빛 아래에 볼륨을 숙련되고 정확하고 장엄하

게 모으는 작업이다.”10)

“건축은 빛 아래에서의 질서, 체계, 아름다운 프리즘

이외는 아무 것도 아니다.”11)

빛은 르 꼬르뷔지에의 작품에서 형태 및 볼륨과의 관

계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인식됨과 동시에, 건축적

유희에 일종의 규율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비물질적 재료로서의 미학적 주제이다.

한편 세기말 전환기의 사회적 상황과 도시, 건축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빛이 당시 유럽 사회의 환경적 측면에

서의 커다란 화두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르 꼬르뷔지에는 그의 저서와 강연을 비롯한 여

러 경로를 통하여 빛이 미학적 가치의 관점에서뿐만 아

니라 환경적 관점에서 그가 제시하는 새로운 도시와 건

축의 설명에 필요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동력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필로티로 대변되

는 대지와 건물의 분리관계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1. 폐쇄에서 개방으로

20세기 초 유럽에 번진 도시화 및 인구밀도의 증가와

열악한 도시 거주환경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건축과 도시 환경을 요구하는 문제제기로 귀결되었다.12)

10) Le Corbusier, Vers une Architecture, éditions G. Crès, 1923, p.16

11)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p.170

12) 18세기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공업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도시로의 유입을 불러일으키며 도시와 주택문제에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 프랑스에서는 1911년에 전체의 50%에 이르는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어 1800년 50만이던 파리의 인구는 1920년에 3백만

에 이르게 되는 등 1820년에서 30년 사이에 시작된 프랑스에서의

농촌 탈출 현상은 도시의 빈민굴화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



<그림 6> ① 빌라형 공동주택, 1922 ② 벌집형 주택,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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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앙리 프로방살(H. Provensal), 요철형 주거블록의 연습 

<그림 4> 오귀스탕 레이(A. Rey)의 빛과 통풍효과 개념도

급속히 전개된 산업화와 이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의

대량 유입은 불량한 거주환경의 문제와 결합되어 전염병

에 의한 많은 희생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도시 주거

의 문제점 분석 및 거주 환경의 위생적인 측면에 대한

성찰의 결과 새로운 주거 유형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할 문제로 도시

의 밀도와 폐쇄적인 주거환경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러

한 사회적인 요구에 대한 건축가들의 대답은 기존 도시

의 폐쇄적인 블록을 열린 블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

는 것이었다.13)

닫힌 블록의 열린 블록으로의 전환은 길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중정 내부로 끌어들임으로서 길에 면한 선형

적인 건축의 폐쇄적인 파사드(façade)의 개념을 파괴하면

서 길과 닿아있는, 바람과 공기, 빛이 닿는 모든 면이 파

사드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예컨대 앙리 프로방살(Henry Provensal)14)은 전통적인

닫힌 블록과 토지이용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모든 주거

가 하루 중 몇 시간 동안이라도 햇빛에 충분히 노출되어

야 할 것을 주장하며 각각의 파사드가 길의 연장으로 고

려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는 요철형(redent)의 주거블

록을 제안하며 두 개의 몸체로 이루어지는 블록은 측면

채광에 의해서 노출된 계단에 의해서 분절된 형태를 이

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제안은 후에 르 꼬르뷔

지에의 텍스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15) 공기와 빛

13) 1905년 4월 로스칠드 재단(La Fondation Rothschild)에 의해서 개

최된 파리 12구의 집합주택 현상설계에서 기존 도시의 폐쇄적인

블록에 대한 대안으로서 열린 블록을 위한 시도가 최초로 이루어

진다. 오귀스탕 레이(A. Rey)는 ‘열린 중정’을 이용한 통풍과 채광

의 극대화를 꾀한다. 선형의 매스에 의해 둘러싸인 내부 중정은

매스의 분절에 의해 열린 중정으로 구성될 것과 각각의 매스는 통

풍과 채광을 고려한 계단실의 배치로 빛과 공기의 흐름을 각 주호

내부로 최대한 끌어들일 것을 주장하였다. Marie-Jeanne Dumont,

Le Logement Social à Paris 1850-1930, MARDAGA, 1991, p.42

14) 폴 터너(P. Turner)는 르 꼬르뷔제의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르 꼬

르뷔지에가 프로방살(H. Provensal)의 저서인 ‘내일의 예술(L’Art

Demain)’을1907경 접했으며, 내용 가운데 자주 등장하였던 ‘입방체’

의 주제가 후에 오장팡과 르 꼬르뷔제의 퓨리즘의 입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Francois Ducros, Origine et

fortune du purisme de Le Corbusier - Le Corbusier L’oeuvre

plastique, Editions de La Villette, Paris, 2005, p.136

15) 르 꼬르뷔지에는 1925년 ‘Plan Voisin’ 계획안에서 처음 요철형 공

동주거(Immeubles à redents)을 제안하고, 1935년 ‘빛나는 도시(La

Ville Radieuse)’에서 다시 이 타입의 주거 계획안을 제안한다.

에 대한 종교적인 신념이 도덕적인 집착으로 건축 유형

과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적용이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3.2. 전통적 블록의 해체

르 꼬르뷔지에는 전통적인 폐쇄적 블록의 개방에 관하

여 1922년의 빌라형 공동주택(Immeuble villa)과 1925년

제안한 보르도 프뤼게 신구역(Nouveaux quartiers

Frugès)에서의 벌집형(alvéoles) 주택의 유형에서 구체적

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돔-이노 시스템(1914)에

의한 구축 시스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써, 빌

라형 공동 주택에서는 공중정원의 개념을 적용하여 건물

의 폐쇄적인 파사드에 보이드 공간의 삽입을 시도하며

빛과 공기의 주거 유니트와 중정 안으로의 유입을 의도

하고 있고, 벌집형 주택의 예에서는 복층형으로 된 주택

의 교차 배열의 효과로 공중정원과 지면에서의 보이드

공간을 형성하여 선형 건물의 폐쇄적 구성을 깨트리는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

① ②

한편 르 꼬르뷔지에는 1937년 ‘비위생적 지구(îlot

insalubre)16)의 6번 지구, 포부르 생 앙트완느(Fbg.

St-Antoine)에 대한 계획안에서 블록의 전통적 개념과의

극단적인 단절을 시도한다. 그는 이 지역에 대한 진단에

서 지나치게 높은 밀도의 건축으로 인한 빛과 공기의 불

충분한 상태, 녹지의 부족, 충분한 산소 공급의 부족, 햇

빛이 부족한 중정, 습기, 비위생적 환경 등에 관한 언급

을 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건폐율을 낮추고 충분한 녹

지 공간의 공급, 교통의 분리 등을 제안한다.

르 꼬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La Ville Radieuse)이론

16) 1906년 3월8일 파리위생국에 의하여 결핵 등 전염병 발생비율에

따른 6군데의 불량위생구역이 지정되고 1920년 11군데가 추가되어

파리시 전체에서 17곳의 불량위생구역(17 îlot insalubre)이 지정된

다. 이후 1960년대까지 이들 불량 위생구역은 건축과 도시계획, 사

회학 그리고 정치적 이해가 어우러진 다양한 실험적 시도가 이루

어지는 장(場)이 되었다. 대표적인 지역이 현재 퐁피두센터가 있는

곳으로 îlot insalubre No 1으로 지정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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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îlot insalubre No 6 Faubourg St-Antoine

(1935)에 근거한 이 계획안은 기존의 모든 건축물들을

제거하고(tableau rase), 50미터 높이의 요철형 공동주거

(Immeubles à Redents)를 계획하여 12월 21일 기준으로

2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수평적인 도시구조는 수직적인 구조로 대체되고

필로티에 의해 들어 올려진 1층 부분은 빛과 공기의 유

입을 최대화함으로써 폐쇄적인 전통적 블록의 중정은 완

전히 열린 외부 공간과 옥상정원, 그리고 개방된 가로공

간으로 대체될 것을 주장한다.17)

이와 관련하여 필립 판느레(P. Panerai)는 전통적인 도

시조직과 르 꼬르뷔지에가 제안한 도시조직에 대한 비교

를 통하여 르 꼬르뷔지에의 이상도시에 대한 주장을 비

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유니테 다비타

시옹의 경우 필로티에 의해서 주거로의 접근이 건물의

중심부에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입구가 어두운 곳에 형

성되고, 1층의 가로에 면해 있던 상업 공간 등이 필로티

에 의해 비워진 외부공간으로 인해 건물 내부의 갤러리

층으로 옮겨가는 등, 가로에서의 길의 개념이 사라지면

서 ‘내부화 된 길(rue intèrieure)’이 형성됨을 지적하고

있다.

<표 3> 전통적인 도시조직과 르 꼬르뷔지에의 수직 블록과의 비교18)

전통적 도시조직 Le Corbusier

접근 건물의 정면, 외기 건물의 중심부, 어두운 곳

상업시설 1층의 가로 갤러리층

시설 가로 혹은 내부중정 최상층(유니테 다비타시옹)

외부공간 내부성, 은밀성(중정) 외부성, 드러내어지는(필로티)

길 외부 내부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 시작된 건물 내부로의 빛과 공

기의 유입과 흐름이라는 주제는 전통적인 폐쇄적 블록의

17) 이 계획안은 “22,100명의 거주자 모두가 완벽한 채광이 이루어지는

집을 갖는다. 연중 가장 어두운 날인 12월21일에 두 시간의 일조

를 확보한다."는 르 꼬르뷔지에의 언급처럼 기존 도시블록이 가지

고 있던 위생과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 가장 커다란 사회적

이슈였던 점을 감안한 결과이다. 르 꼬르뷔지에의 이러한 시도는

장소와 대지에 대한 새로운 혹은 혁명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하였

고 전후 모더니즘의 도시 건축 이론이 도시재건과 대량생산, 표준

화라는 이슈와 더불어 도심지 외곽에서 이루어진 대량 주거단지의

공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계기가 된다.

18) P. Panerai, J. castex, J. Ch. Depaule, Formes urbaines de l'îot à

la barre, Editions Parenthèses, Marseille, 1997, p.135

해체를 불러왔고 르 꼬르뷔지에의 필로티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서 분명히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도시맥락

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가로공간의 파괴는 장소성의 상

실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3.3. 빛과 그림자의 대조

르 꼬르뷔지에는 필로티에 의한 공간이 빛과 공기가

흐르는 공간이라고 언급하지만 실제 그의 필로티 공간은

그 깊이와 상부 볼륨에 반사되는 빛의 효과에 의해 밝음

과 어두움의 강한 대조 효과로 상대적으로 보다 어두운

공간을 형성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빛은 그 자체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물체에 부딪

혀 반사되는 효과에 의해서 그 존재를 드러낸다. ‘존재의

빛’으로서 물체를 물체답게 하고 빛과 그림자의 강렬한

대비 속에서 그 근원을 지향하는 빛이다.19) “건축의 역

사는 중력의 장애를 넘어 빛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이었

다.”라는 르 꼬르뷔지에의 언급에서와 같이 건축은 빛을

받는 물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로티 위에 얹혀

있는 볼륨은 빛을 획득해야하고 빛을 받아들이기 위한

장치로서 필로티 공간은 어두울수록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 또한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에서 입면(façade)은 ‘빛

을 도입하는 개구부’로서 뿐만 아니라 ‘빛을 맞이하는 피

막’으로서 볼륨의 팽창을 의도하고 있으며 이는 필로티

공간의 후퇴하는 입면과의 대립적 관계를 이루게 된다.

한편 필로티 공간의 상대적 어두움은 구조체로서의 기둥

에 대한 빛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필로티는 원기둥에 빛의 풍부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림자 혹은 희미한 빛 속에서, 정신을 위해서는 놀라운

긴장감을 가져다줍니다. 그 아래에서 빛은 가장 환상적

인 효과를 일으킵니다.”20)라는 그의 언급은 구조체로서

19) 김광현, 근대건축에서의 빛의 형식 : 存在와 浮遊, 대한건축학회지

통권 168호, 1992.9, p.35

20) Le Corbusier, L’oeuvre complète, 1910-1929, p.60 르 꼬르뷔지에

의 건축의 모든 것이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시작되었다는 뤼캉(J.

Lucan)의 말을 상기해볼 때 빛과 기둥의 관계에 관하여 그리스 건

축에서의 빛의 상관성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리스의 신앙은 인간사회의현실적인 보편성과 결합된 것이어서

제례의식을 신전외부 전면에서 행하였으므로 평면계획의 기능성과

공간성 또는 구조기술의 합리성보다는 조망되어지는 외관의 열주

형식과 구성상의 형태비에 치중하였다. 또한 ‘신은 빛을 필요로 하

지 않는다’라는 개념 하에서 내부공간은 어두웠으며 대신 외부형태

를 위한 빛의 구사를 표현했다. 이러한 빛에 의한 형태비는 그리

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가장 잘 표현되고 있다. 열주는 내부공간

에 빛을 유입시키기 위한 개구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에 새겨진 골줄(flutes)에 의해 그림자를 반복함으로서 연직선

을 강조하여 회랑의 그늘진 배경과 대조되어 입체감을 이루고 있

으며, 회랑 자체에서는 빛과 어두움의 반복으로 리드미컬한 연속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열주 위에 수평으로 장식된 코니스는

태양의 위치에 따른 빛과 그림자의 다양한 리듬이 부여된 신전의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경재 윤도근, 건축구성요소와 빛의 상

관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112호, 1998.2, p.126



2면개방 2면개방 3면개방 4면개방

Direction

Parallel

Orientation

Concave

Orientation

Area
Area

Maison Cook

Villa la Roche

Min.Education

nationale Santé

Publique

Weissenhof

Unitéd'Habitat ion

Nante-Rèze

Musée Nationale

d'Art Occidentale

Tokyo

Pavillon Brésil

Maison M. X.

Bruxelle

Min.Education

nationale

Santé Publique

Villa Savoye

Pavillon Sui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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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종축(깊이감)과 횡축(횡단)의 구성

의 필로티와 공간이 만들어내는 압축과 긴장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빛과 그림자, 압축과 긴장의 효과는 상관

관계에 있으며 그것은 필로티 공간이 차지하는 양적인

측면과 관계를 가진다. 포토제시(Paolo Portoghesi)의

“에너지의 집중이 높아졌을 때 물질(질료)를, 에너지의

집중이 희미해 질 때 장력場力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물

질과 장 사이의 차이점은 질적인 측면 보다 양적인 측면

에서 나타나는 것이다.”21)라는 언급과 러스킨의 “볼륨과

무게 뒤에 그것은 건축의 힘을 좌우하는 그림자의 양(범

위와 강도를 측정하는)이다.”22)와 같은 언급은 필로티에

의해 들려 올려 진 볼륨과 무게감이 만들어내는 압축된

공간의 그림자의 양(quantity)과 장場으로서의 필로티 공

간이 입구의 형성에 주는 영향의 상관관계에 밀접한 연

관이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르 꼬

르뷔지에의 필로티 공간은 건축면적의 50%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간의 깊이와 넓이에 비

례해서 빛과 그림자의 대조효과는 더욱 커진다. 또한 2

면, 3면 혹은 4면의 입면이 개방된 필로티 공간은 그 개

방된 정도에 따라 빛의 양을 조절하면서 필로티 공간에

서 바라보이는 천정면의 윤곽선과 대기와의 강한 대조효

과에 의해 빛의 유입과 흐름의 시각적 지각효과를 담아

낸다.

 

4. 시선의 흐름

4.1. 축과 방향성

건물의 형태와 배치, 필로티 공간의 배열 방식은 공간

21) Rudolf Arnheim, Dynamique de la forme architecturale, 1977, p.37

22) John Ruskin, Les Sept lampes de l'architecture, Les formes dans

la matière, POIESIS Architecture, N3, 1995, p.143

과 시선 및 동선의 흐름, 입구와의 관계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즉 입구와 필로티 공간의 축

구성을 통하여 건축물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을 만들어내

고 시선의 흐름에 따른 건축적 산책의 시퀀스와 전략적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르 꼬르뷔지에는 ‘건축을

향하여’에서 축이 건축의 질서를 수립하고 방문자의 동

선을 유도하는 장치로서 갖는 중요성을 역설한다.

“축은 인간이 시도한 최초의 인간적 표현일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 행위의 수단이다... 인생의 폭풍 속에

서 분투하는 인간은 스스로 축을 그린다. 축은 건축의

정리자다. 질서를 수립하는 것은 곧 일에 착수하는 것이

다. 건축은 축을 따라 확립된다.”23)

반면 그는 보자르식 건축 교육의 중심축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며 맹목적인 고정된 선으로서의 축 개념을 부

정한다. “에꼴 데 보자르(Ecole des Beaux-Arts)에서 사용

하는 축은 건축의 측면에서 보면 재앙이다. 축은 목적지를

향해 이끄는 방향선 이므로 건축에서 축은 목적지를 가져

야 한다. 에꼴에서는 이 점을 잊어버려 그들의 축들은 별

모양으로 서로 교차되고 정의되지 않은 채 무한을 향해

알 수 없는 곳으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끌어 갈 뿐이

다. 에꼴에서의 축은 일종의 비법이며 속임수이다.”24)

르 꼬르뷔지에게 있어서 축은 건축의 원초적인 출발점

이면서 건축가라는 주체가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의도

(intention)”이며 주체를 건축 안으로 끌어들이는 메카니즘

이다.25) 이러한 메카니즘에 필로티가 직, 간접적으로 관여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할 때, 필로티는 르 꼬르뷔지에의 축

구성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건축가의 의도를 담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에 특기할 것은 르 꼬르뷔지에의 축은 구

성상의 일직선이 아니라 인간이 물체에 대하여 갖는 ‘시

각적 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즉, “축은 하나의 목적을

향하는 행동의 지침이다. ...축은 벽(밀실, 감각적 감정) 또

는 빛, 공간(감각적 감정)이라는 목적을 갖는다.” 그리고

“인간은 1.7m높이에 있는 눈으로 건축에 관계한다.” 이처

럼 축이란 인간의 시선간의 관계인 것이다.26)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figure)와 필

로티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필로티의 적용에 있어서

23)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p.191

24) Ibid

25) 배형민, 현대건축에서 그리드와 축에 관한 연구-듀랑에서 르 꼬르

뷔지에까지-, 건축역사연구 제11권 4호, 2002.12, p.107

26) 김광현, Le Corbusier의 건축적 산책로에 관한 연구-견축의 형식문

제(1),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51호, 1993.1,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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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빌라 사보아

<그림 10> 스위스 학생회관의 필로티

‘횡축에 의한 구성(횡단, traversant)’과 ‘종축에 의한 구

성(깊이감, profondeur)’으로 크게 대별됨을 볼 수 있다.

횡축에 의한 구성방식은 건물을 횡단(traversant)해서 지

나가는 동선과 시선의 흐름에 관련이 있고, 종축에 의한

구성방식은 건물의 종심방향으로 필로티 공간을 전진하

면서 들어갈 때 발생하게 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는 통과의 의미보다는 공간의 깊이감(profondeur)이

더욱 강조 된다.

‘빌라 라 로슈’, ‘유니테 다비타시옹’, ‘라 뚜레뜨 수도

원’의 경우 횡축 구성 방식에 속하며 메종 시트로앙, 메

종 쿡, 바이센호프 주택, 빌라 사보아, 브뤼셀 주택, 알제

리 주택, 동경국립서양미술사박물관 등은 종축 구성방식

에 속한다. 반면 두 경우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스위스 학생회관, 브라질의 교육 위생국이 이 같

은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빌라 사보아’와 ‘스위스 학생회관’의 예를 들어 분석해

보자. 먼저 ‘빌라 사보아’에서 르 꼬르뷔지에는 보자르의

아카데미즘에서 이야기하는 축과 중심선과의 관계에 역

행하는 방법을 취한다. 에꼴 폴리테크닉의 교수였던 듀

랑(J. N. L. Durand)은 건축 강의록(Précis des leçons

d'Architecture)에서 중심축이 걸려 있는 방에서 방의 기

둥들이 중심축 선상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문 또

는 창문과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7) 빈 공간의 가운

데를 가로지르는 선으로서 축선을, 그리고 벽, 기둥 등이

자리잡고 있는 선으로서 중심선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빌라 사보아에서는 건물의 주 동선인 램프 공간을 가로

지르는 축 선상인 입구의 앞쪽에 필로티의 기둥이 위치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러시아 영화이론가 아이젠쉬타인(S. Eisenstein)

에 따르면 기둥의 배열이 홀수일 경우 미적인 불쾌감과

자연스러운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경우 기둥은 짝수의 배열구조를 가지고 가운데

의 빈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입구가 형성되는 것에 위배

된다.28) 이를 통하여 빌라 사보아의 축 구성과 기둥배열,

27) Jean-Nicolas Louis Durand, Précis des leçons d'Architecture,

Santa Monica, Getty Center, p.188, 배형민, 현대건축에서 그리드

와 축에 관한 연구-듀랑에서 르 꼬르뷔지에까지-, 건축역사연구

제11권 4호, 2002.12, p.107에서 재인용

28) 이 문제에 관하여 정진국은 “르 꼬르뷔지에의 ‘입방체 구성’에 나

타난 기둥의 존재방식과 의미변환”에서 외부의 기둥과 내부의 기

둥 배열이 서로 엇갈리게 함으로써 내, 외부의 끊임없는 교환이며

그리고 입구와의 관계는 르 꼬르뷔지에가 건물로의 접근

을 북측의 건물 입구가 놓인 방향이 아닌 남측으로부터

설정함에 따른 결과이며 따라서 오히려 입구 앞에 놓인

기둥은 이러한 흐름 선상에서 볼 때 통과의 의미가 차단

의 효과에 비해 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스위스 학생회관의 경우는 좀 더 미묘한 문제를 가지

고 있다. 건물은 긴 선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필로

티 공간의 축구성은 종축 구성과 횡축 구성을 모두 가지

고 있다. 하지만 종축 구성은 빌라 사보아에서와 마찬가

지로 외곽 쪽에 놓인 기둥의 막힌 구조로 인해서 내부의

입구주변의 기둥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역시 동

선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 즉 방문객의 접근은 건물의

후면쪽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횡축 구성(횡단,

traversant)에 이어서 다시 낮은 기단 위로 오르면서 종

축 구성(깊이감, profondeur)으로의 동선의 전환이 이루

어짐에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빌라 사보아에서와 같

이 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조체를 가로질러 180도의

회전을 해야 하는 것이다.

8개의 필로티는 순수주의적 주택의 원형과는 대조적으

로 유기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입구 축을 중심으로 좌

우대칭으로 놓여진 3가지 타입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

다. 가장 바깥쪽의 첫 번째의 기둥은 동물의 뼈 형상으

로 디자인 되었고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모습으로

빛과 그림자의 효과에 의해서 실제보다 가늘어 보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두 번째 타입의 기둥은 첫 번째의 것

과 바깥쪽은 비슷하지만 안쪽의 단면이 직선의 면으로

처리되어 설비 라인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세 번째 가장 안쪽에 위치한 기둥은 2열로 나뉘어져서

주랑(portico)의 모습을 하며 투명한 공간적 효과를 만들

어내면서 입구와 강한 관계성을 가지며 동선과 시선의

유도를 끌어낸다. 여기서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 전통의

원리를 환기시키고 새로운 해결법으로 그것을 차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르 꼬르뷔지에가 동방여행을 통하여

파르테논 신전 등 고전건축에 관한 많은 스케치를 남기

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그는 고전건축의

교착(entrelac)의 관계임을 논하고 있다. 정진국, 르 꼬르뷔지에의

“입방체 구성”에 나타난 기둥의 존재방식과 의미변환,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통권 99호, 1997.1,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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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illon

Suisse

Eglise St

Trophime

<표 5> 스위스 학생회관과 성 트로핌성당의 기둥배열

원기둥(colonne)에 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스케치를 시

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스위

스 학생회관의 기둥의 형태와 비교하여 보는 것은 흥미

로운 일일 것이다.

성 트로핌 성당(Eglise St. Trophime, Arles, 12～14C)

의 회랑은 후기 로마네스크 양식과 초기 고딕 양식의 아

치가 혼합된 기둥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사각기

둥(pilier) 사이에 놓인 원기둥(colonne)의 배열과 구성이

스위스 학생회관의 필로티의 구성방식과 흡사함을 볼 수

있다. 즉, 사각기둥 사이에 놓인 원기둥은 쌍기둥(Colonnes

Géeminées)29)으로서 이러한 얇은 기둥의 배열 효과에

의해 회랑으로의 빛의 유입과 시선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들의 배열은 지지체

의 교차배열(Alternance des support)30)의 형식을 띄며

P-C-P-C-P(고딕양식부분)과 P-C-C-C-P(로마네스크양

식 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 로마네

스크 스타일의 P-C-C-C-P의 배열방식은 스위스 학생회

관의 그것(P-P’-C-C-P’-P)과 흡사함을 볼 수 있다.

4.2. 건축적 산책

르 꼬르뷔지에에게 있어서 시선의 흐름은 동선의 개념

과 더불어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의 동선은 미리

계획되어진 축軸31)의 설정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기하학

적 구성 원리에 따라 위계적으로 배열된 볼륨들 간의 관

계에 의한 픽춰레스크적(picturesque)인 구성을 따른다.

‘건축적 산책’의 개념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되고

이는 르 꼬르뷔지에 건축의 핵심적 특징을 이룬다. 즉

건축적 산책로의 개념은 ‘기하학적 구성+픽춰레스크’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32) 그의 건축은 기본적으로 움

직이는 관찰자의 시선33)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과거의

29) 하나의 주초 혹은 공동의 엔터블러처를 가지면서 두 개의 기둥으

로 형성된 기둥양식, Wilfried KOCH, Les Styles en Architecture

de la Grèce antique au XXe siècle, Editions Solar, 1989, p.73

30) 각기둥(Pilier-P)와 원기둥(Colonne-C)의 교차배열. 로마네스크 양

식의 바질리크의 신랑(神廊)에 나타나는 기둥의 배열방식. P-C-

P-C 혹은 P-C-C-P와 같은 형식으로 배열됨. Ibid, p.73

31) 르 꼬르뷔지에의 측은 고전 건축의 축 개념과는 다르다. 그에게 있

어서 축은 돔-이노(Dom-ino) 시스템에 근거한 자유로운 평면의

개념과 관계를 가지며 관찰자의 시선과 동선을 제어하기 위한 의

도에 의해서 형성된다.

32) 김광현, Le Corbusier의 ‘건축적 산책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통권51호, 1993.1, p.120

고정적인 요소였던 벽체의 개념이 사라지고, 정적인 공

간은 흐르는 듯한 유동적인 공간으로 치환된다. 그러므

로 자유로운 평면의 개념은 시선과 동선의 흐름에 대한

숙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적 산책의 개념은 필로티 공간으로

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의 “대지와 관

련 있는 건축의 효과를 고려하여 ‘외부는 언제나 하나의

내부이다’(Le dehors est toujours un dedans)”34) 라는

언급은 외부와 내부의 관계가 이분법적 구분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모호한 영역의 겹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내

부로 이어지면서 ‘건축적 산책로’가 담고 있는 건축적 풍

경이 반복되어 나타남을 뜻하기 때문이다. 건축(기하학)

과 자연의 경관(픽쳐레스크적 풍경)이 만나는 접점으로

서 필로티 공간은 이질적인 두 요소의 분리적 공존이 일

어나는 곳이며 대지와 건물의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두

께를 가진 공간으로서 건축적 산책로의 여정을 알리는

출발점이다.

4.3. 파편화된 경관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에서 경관의 이미지는 종종 파

편화된, 혹은 프레임에 의해 액자화 된 이미지로 나타난

다. 이러한 그의 시선은 동방여행 당시 폼페이와 아크로

폴리스에서의 스케치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① ②

<그림 11> Le Corbusier, ① Pompei, 1911 ② Acropole, 1911

르 꼬르뷔지에의 이러한 스케치는 그가 바라보는 시선

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것

은 공간의 흐름이며 경관의 연속적인 흐름이다. 즉 파편

화된 현상적인 불연속의 이미지들은 배경으로서의 경관

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고전건축에서 건물의

33) 르 꼬르뷔지에는 ‘건축을 향하여’에서 관찰자의 시선과 관련하여

에콜에서의 교육과 이에 대응한 새로운 시선의 관념을 언급한다. :

“에콜에서 별 모양의 축을 그릴 때, 그들은 건물 앞에 도착하는 관

찰자가 오로지 이 건물에만 민감해야 하고, 관찰자의 시선은 반드

시 이 축들에 의해 결정된 중력에 이끌려 그것의 중심에만 고정되

어야 한다고 상상한다.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인간의 눈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눈의 주인인 인간 또한 끊임없이 좌우로 움직인다. 그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전체 대지의 중력 중심을 향해 이끌린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변으로 확산된다. 이웃한 집들, 멀리 있거나 가

까이에 있는 산, 높고 낮은 수평선 등은 자체의 입방체가 힘을 행

사하는 거대한 매스가 된다. 이 입방체의 모습은 실제 모습 그대

로 지성에 의해 끊임없이 평가되고 탐색된다.” Le Corbusier, 건축

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p.194

34) Ibis,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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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의 주랑(portico), 혹은 아케이드의 열주공간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러한 장면은 필로티에 의해 지면에서 들어

올려진 건축에서 보편적이고 주요한 경관을 드러내는 방

식으로 사용되어진다. 1층의 비워짐으로 인해서 만들어

진 공간의 투명성에 의한 결과이다. 대지와 하늘의 경계

로서의 수평선이 불연속적인 연속성을 형성하며 외부의

경관이 건물의 내부로 흡수 되면서 내, 외부의 경계의

모호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불연속과 연속, 내부

와 외부, 하늘과 땅, 이러한 경계의 모호성을 유발하는

것은 벤츄리의 표현을 빌리면 대립성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나’라는 접속어로 드러나는 역설적 대비를 수반한

다.35)

5. 결론

건축에서 대지와의 관계에 대한 주제는 건축가에게 있

어서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문제제기이다. 르 꼬르뷔

지에는 이에 대해 건물과 대지의 분리라고 하는 기존의

개념을 뒤집는 방식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

서 필로티의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필로티의 구체적 활용과 그 기능적 실천 의지와 관련

하여 ‘흐름의 공간’으로 그 공간적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다. 첫째로 ‘건축은 동선이다’라는 르 꼬르뷔지에의 생

각이 실제로 그의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

는지를 살펴보았다. 동선에 대한 강조는 초기에는 보행

자와 차량의 동선문제의 해결에 필로티가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후기 작품으로 갈수록 주차장과 차량

동선의 필로티 공간에의 적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초기의 기능적 관심에서 점

차적으로 장소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필로티가 입구

의 형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축물의 중심부로 동

선을 끌어들이는 경계와 영역으로서의 내부지향적 외부공

간을 형성함으로써 건축물의 중심부에서 외부로의 확장의

개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로 필로티는 ‘건축의 역사는 중력의 장애를 넘

어 빛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 이었다’는 르 꼬르뷔지에의

빛에 대한 사유는 필로티에 의한 건물과 대지의 분리관

계에서도 그 의미를 드러내는데 이는 당시의 주거 환경

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치열한 반응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심미학적 조형 수단으로서 들어 올려진 볼륨을

강조하기 위하여 빛과 어둠의 경쟁구도가 활용되고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선의 흐름의 공간으로서의 필로티 공간

35) Robert Venturi,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 임창복 역, 동녘, 2004, p.49

은 시선과 동선의 축에 의한 구성에 따라서 건축적 산책

로를 형성하는 시작점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파편화된 경

관의 흐름을 형성함으로써 자연과 건축의 만남의 장소에

서 복합적인 성격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결과적으로 필로티는 건축과 도시의 영역에서 기능

적으로 동선의 관계 설정에 기여를 하고 있고, 내부와

외부의 공간적 전이과정을 위한 장치로서 이용됨으로서

입구의 형성에 기여를 하고 있고 빛과 공기의 흐름을 위

한 요소로 활용되며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의 통합적 관

계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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