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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aris Rive Gauche, Grand moulin지구 치 그림 2. 1990년  Paris Rive Gauche, Grand moulin지구

개요

지 치: Paris 7 Diderot University 75013 Paris 

France

발주자: Paris 7 Diderot University  

용도: 문화상징공간

정원면 : 150㎡

설계기간: 2010.10～2010.12

시공기간: 2011.01～2011.10

솔섬정원은 디드로 리7 학내에 한국문화재단의 지원

으로 2011년에 설치되었다. Grand moulin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는 리 7 학의 본 은 1920년  가루제조회

사 리그랑뮬랑(Grand moulin de Paris)이 건설한 공장/

창고로 리 Rive Gauche(세느강 남쪽 강변을 한 지구

을 칭함)동부에 치한 운송역과 형 철도로 직결되던 

산업 장의 주요건물이었다. 

20세기 후반, 리동부산업지구황무지화 상과 함께 1990

년  ZAC Paris Rive Gauche ( 리 Rive Gauche지구개

발)가 본격화되었고 도미니크 페로의 랑스국립도서 이 

그 시발 이기도 하다. Grand moulin건물은 2005년 Rudy 

Ricciotti에 의해 외 사드는 고스란히 보존한채 학캠

퍼스로 개조되었고 같은해 한국학과도 이곳으로 이 해오

면서 Grand moulin의 옥상공간에 한국정원 설치가 계획

되었다. 

오스만도시계획이후 새시  리를 시도하는 최 계획

장이자 제2의 quartier latin(소르본을 심으로한 리

학 심지구)으로 부상하고 있는 활기찬 학의 장에 한

국문화를 소개하는 상징공간이라는 은 솔섬정원가 지니

는 큰 의미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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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스 치,민화필터를 통해 조망하는 솔섬

그림 6/그림 7. 구조개념도

그림 3. 2011년 리 7 학의 본 , Grand moulin

그림 4. 솔섬정원 경

학측은 150㎡의 한국정원을 만들고자하는데 옥상정원

구조보강공사는 피해달라는 입장이었다. 20세기  생산된 

콘크리트 슬래 에 보강없이 고정하 을 추가시키는 조경

식 정원디자인은 불가능하다는 단과 함께 로젝트는 

최 한의 여백의 미가 강조된 상징공간으로 설정하게 된

다.서양화와는 달리 우리의 옛그림에서 발견되는 여백과도 

같은 공간, 고 오주석선생이 표 했듯 단순히 비어있음이 

아니요,그려진 형상보다 더 심오한 여백을 상상해보았다.

형상을 하여 여백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여백을 

음미하기 해 형상이 그려지는 정원을 구상하며 슬래

를 최 한 비우면서 건자재들의 물리  하 은 가장자

리에 치한 보와 기둥으로 곧바로 수직연결되도록 했다.

설치물들은 여백의 정원로 향한 필터 장치들로 구획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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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솔섬정원

그림 9. 솔섬정원

거기에 더해지는 태양의 존재는 시간/계 에 따라 움직이

는 빛과 그림자의 유희를 만들며 여백의 공간에 생기를 

넣어주도록 의도했다.

천원지방

비어있는 네모,곱게 마감처리한 아스팔트 에 떠있는 둥

근 섬,극단 으로 미니멀화된 평면은 천원지방의 음양동양

우주 을 표 하는 간결한 기하학으로 응축된다.흐르는듯 

젖은듯한 검은 바닥 로 잔잔히 비쳐지는 솔섬은 거의 비

어있다시피한 고요한 우주속에서 섞여지는 두요소,음양간

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연출해낸다. 살짝 부유하듯 

앙에 떠있는 둥근 정원의 인 느낌은 정원의 덩어리

와 바닥이 만나는 면을 시각 으로 사라지게하는 철제테

두리의 요철  디테일이 낳는 결과이기도 하다.이 게 솔

섬정원의 비워있는 여백의 공간은 양  도로 채워짐이 

아닌 최소화된 형상들의 반사  그림자와 더불어짐으로 

 다른 차원의 채움의 공간이 되어진다.여백이란 마냥 만

들다가 만 빈자리가 아니라 설치되어진 요소들이 스스로

의 물성을 빛과 날씨에 따라 달리 표 하게 되는 보다 풍

요로와지는 여유의 공간이자 비움과 형상이 융합되는 조

화의 공간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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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평면

그림 11. 솔섬정원, 김수 의 ‘풀’이 타공된 처마

타공된 처마

길게 뻗은 처마의 표면이 발하는 역 은 정원바닥의 

검은 택과 충돌하는 역을 만들며 방문자로 하여  진

입의 경계선을 그어 다. “천원지방”의 역은 거닐는 정

원공간이 아니라 바라보는 조망의 상인 것이다.매달리는 

구조의 유리문하 은 캔틸 버 처마를 통해 아랫층 기둥

으로 수직 달되고 고강도 콘크리트로 제조된 처마는 

얇아질 수 있는 최소두께 3cm 단면의 날렵한 선을 그려

낸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토목공사등 규모 로젝트용 

신소재로 하이테크닉  이미지와 일반 시공업체들에겐 아

직생소해 솔섬정원같이 소규모 로젝트에 사용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이다.강한 응집력이라는 재료성으로 촘촘하고

도 큼직한 한 들을 얄 한 지붕선에 타공가능 했다.시원

스  뚫린 자로 투과되는 햇살은 정원의검은 바닥 로

쓰여지는 빛의 시가 되기도 하고,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원 여백을 거니는 산책자가 된다. 

«한국어,한 만큼 더이상 한국 인 건 있을 수 없다».해

외에서 외국어를 하며 살아가는 소  재외국민이라면 

구나 공감할 생각일거다.한국  정서와

리듬을 담은 싯귀는 뇌리속 각자만의 간직된 추억들까

지 흥얼거리게 하는 노래이자 한국어/한국학을 공부하는 

랑스학생들에게도 교감을 달하는 문학  매체가 되어

진다.용비어천가를 비롯한 한 싯귀(윤동주의 서시,김수

의 풀,김소월의 혼)가 새겨진 처마는 제각각의 거푸집으

로 공장제조된 뒤 12.5미터길이의 4개 처마 장조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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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솔섬정원, 고강도 콘크리트처마

그림 13. 단면도

으로 설치되었다. 구조재자체에 장식/마감을 병행할 수 있

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재료성은 윤스아키텍츠에서 지속

으로 연구할 상이기도 하다.

유리스크린

처마에 매달린 미세기식 유리스크린, 꽃담문양창과 호랑

이창은 스스로가 액자틀이 되어 솔섬으로 향한 풍경을 열

거나 가리기도 하다가 그 자체가 그림이 되어 회의실내 

행사시에는 가지런히 펼쳐진 병풍마냥 화려한 장식이 되

기도 한다. 이는 통한옥의 창살미세기문이 풍경 역을 

조 하는 틀인 동시에 창살문양 자체가 하나의 그림이 되

는 것에서 착상된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민화속 백호랑이는 험상궂기보다는 해학  다정다감한 

바로 우리네 얼굴이다. 변형된 비율로 용에 가까우리만큼 

늘어진 형상은 총 폭 7m50 높이 2m45의 6개유리창을 가

득 채우기에 충분했다.붓끝으로 표 된 선들은 묘법으로 

재해석된 뒤 랑스 세공장인들의 꼼꼼한 작업으로 조각

되고 채색이 되었다.그 섬세함은 반  단아한 로젝트

에 역동성을 더하는 요소가 될 뿐아니라 마법에 걸린듯 

거 해진 모습으로 정원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며 카리스마

를 뿜어낸다.보는 치에 따라 호랑이는 소나무뒤로 숨는 

듯하다가도 나무를 장난스  하는듯 정겨운 풍경들을 

만든다.여섯조각으로 분리되는 호랑이창은 무작 로 배열

되어 각각의 추상  그래픽 퍼즐이 되기도 한다.유리의 투

명성 에 그려지는 그래픽들은 정원의 여백속을 유유히 

부유하다가도 빛의 상태와 고 당겨 엇갈리는 스크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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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호랑이창디테일

그림 15. 호랑이창디테일

그림 16. 호랑이창디테일

그림 17. 개념도

액자틀이 되어 솔섬으로 향한 풍경을 열거나 가리기도 하다가 그 자

체가 그림이 되어 회의실내 행사시에는 가지런히 펼쳐진 병풍마냥 

화려한 장식이 되기도 한다.

배열에 따라 겹쳐졌다가 반사하고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

리기도 한다.이처럼 다채로와지는 유리성은 어느새 정원의 

빈공간을 미묘하게 채우고 있다.이러한 효과들은 단순히 

창틀에 끼워진 유리로서가 아닌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지

닌 유리의 재료성에 한 탐구의 연속이기도 하다.

후기

건축에서의 여백이란 매스가 둘러싸며 만들어지는 공간

이다. 공간,역시 매스를 에워싸고, 어우러져 서로 침투하며 

서로를 새로이 낳게된다. 공간과 매스를 계시키고 비/

조화시키는 거이야말로 건축가의 작업이기도 하다.공간만

들기라는 우리의 익숙한 작업에 «여백»이라는 한국미술개

념을 목시켜 한국을 연상할 수 있는 기호들을 건축재료

가 지닌 성향에 버무려 본 결과물이 다름아닌 솔섬정원이

다. 한국을 떠올리는 기호들이란 음양사상,민화,싯귀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이는 오히려 설계자의 지극히 개인

 경험과 기억에 한정된 감상  선택일뿐 한국문화를 총

망라하지도 요 정리하지도 않는다.보다 요한 건 구조상

의 조건에 의해 강요되었던 비워져야 할 자리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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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여백»을 찾아 실 느냐는 과정상의 문제 다.빈곳

은 치 하게 짜여진 의도와 사고를 거쳐 공간으로 구상되

었고 각 재료성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설치공법과 세 한 

디테일디자인을 통해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물론 몇몇 아

쉬움들을 남기며 완공한 로젝트이긴 하나 방문자로 하

여  낯설은 한국문화에 한 호기심을 작게나마 일게하

는 감성  자극들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시각  즐거움이 

어느새 문화  친근감이 되는 장소가 되었음하는 것이 솔

섬정원을 마무리한 건축가로서 감히 소망해보는 바이다.

그림 18. 솔섬과 첩되며 풍경의 일부가 되어지는 민화 

호랑이,회의실에서 정원으로 바라본 시

그림 19. 솔섬과 첩되며 풍경의 일부가 되어지는 민화 

호랑이,도서 에서 회의실을 바라본 시

그림 20. 유리 에 반사되는 솔섬과 어울려 풍경의 일부가 되어지는 

민화 호랑이,정원에서 회의실을 바라본 시

그림 21. 묘법으로 처리된 문양 로 그려지는 소나무그림자

1972년, 부산생.

한양대학교 건축학학사, Ecole d'architecture de Paris Belleville 졸업과 

프랑스건축사(D.P.L.G.)를 취득했다. 

건축사논문, <주체와 객체로서의 paysage(풍경)인식에 입각한 안도다

다오/르꼬르뷔제 작품의비교분석연구>를 Philippe YOON-SEUX와 공동작

업했다.

이원론에 근원을 둔 근대개념을 기본으로 건축과 풍경간의 상관성을 분

석,이해하고자 했고 동양적 풍경개념의 건축적 잠재성을 지적했다.

2001년, <ONERA(프랑스우주항공연구소)의 산업 황무지의 개발>로 프

랑스건축아카데미가 수여하는 Prix Tony Garnier 에서 입선했다.

이후 Pierre Louis Faloci Architecte 에서 니스시청콘크르및 다수의 문

화시설설계를 담당했으며 

2009년 카리브해공항증축지명설계콩크르 참여계기로 Philippe YOON- 

SEUX와 함께 YOONSEUXarchitectes를 이끌고 있다.

‘Triangle Workshop’ (한양대-파리벨빌-시바우라대 건축워크숍)에서 

<기숙사건축>을 지도하기도 했다.

주요작업으로는 파리 7대학의 한국정원, 파리 5대학 약학연구실리모델

링, Ferry 유치원 증축, Prévert 유치원 증축, Jean Jaurés 초등학교증축, 

아틀라스 파리시립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Cosec 시립 스포츠센터 리모

델링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