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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ngo Kuma used to be very known well as a critic before being an architect. He usually mentioned quite

unique type of comments for subjects whenever his criticism, also even his works results have been able to be

targets of criticism materials by his method. His works are the achievements of challenges based on his

continuous dynamic criticism. Hence, to have well understanding of his architectural thinking and works result, his

complexes criticism structure must be needed to understand. And also, this study is using ‘KJ Method’ type to

analyze his architectural thinking which is complicated making by a type of non-linear. Kengo Kuma’s structures

of architectural thinking and critiques perspective of modern architecture have been created by ‘KJ Method’.

Critiques types of keywords and consequences words collected from among the local dedicated professional

architecture books to get this research result. First of all, Kengo Kuma desired even modern architecture

problems to be melt as a specific architecture result such as modern type of power structure. To have result,

Kengo Kuma had experienced sensible activity through materials which have specific characteristic. Also place of

materiality created to get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s and architecture. Secondly, he wanted to recover

troubled traditional Japanese architectural perspective which blocked relationship by dichotomy as a right way. In

conclusion, this research reaches Kengo Kuma’s type of architecture which strongly emphasizes harmony among

related components such as human being, materials, substances based on accepted natural environments and

lives’ principle. Also, much more specific methods have been derived by related works results analyzing which

have similar characteristic as Kengo Kuma’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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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약한 건축’, ‘자연스러운 건축’ 등의 건축 비평서를 통

하여 의 건축에 한 명확한 비평 에 기반하

여 다양한 건축작품 활동을 개하고 있는 쿠마 고는

일본의 4세 건축가의 표 인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그의 건축은 ‘돌 미술 (2000)’, ‘그 이트 월(2002)’

등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건축이 치한 지역과 문화, 장

소성 등을 그만의 독특한 으로 재해석한 건축공간의

구성과 재료 해석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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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마 고는 건축가로서 인정받기 이 에 비평가로 더

큰 심을 모았다. 1986년의 ‘10택론’을 시작으로 2013년

의 ‘작은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으로 사회

와 건축의 세계를 직시하고 비평을 통하여 건축가로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지 끊임없이 되묻는 작업을 통하여 자신만의 건축

세계를 구축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작가들은 한층 더

언설과 미디어 같은 모든 환경에서 비평성을 심으로

작품 체를 만들고 긴장하면서 싸워 왔다.”1)라는 그의

주장은 다른 구도 아닌 자신의 건축 세계에 한 명확

한 주장이고 표 일 것이다. 즉 그의 건축에는 사회

1) 쿠마 고, 약한건축, 디자인하우스, 2009,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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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건축계에 한 비평성이 담겨있으며 이 ‘비평성’이야

말로 그가 그의 건축을 구 해내는 가장 기본 인 사고

의 틀이며 방법일 것이다.

쿠마 고의 비평이 갖는 독특함은 그 비평의 상에

자신의 작품도 이 의 비평 들도 표 이 된다는

이다. 그는 그러한 비 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

고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게 하기 함이라고 주장한다.2)

자신의 작품을 비평하고 다른 비평의 틀을 제시하므

로 항상 새로운 자신의 사고의 틀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건축은 그 게 끊임없이 새로운 비평과 도

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비평

의 본질 속에는 이항 립에 의하여 고정화되어진 근 의

사회와 건축에 한 강한 부정 시각, 즉 탈근

이 내포되어있다. 한 근 이후 등장한 포스트모던

에 한 비평성3)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 불황과

더불어 물어 가는 포스트모던이 갖는 한계를 지 하며

새로운 가치 의 도래를 고한다.

이 듯 그의 비평성은 크게는 시 의 패러다임으로부

터 작게는 자신의 작품과 건축 사고에 이르기까지 복

잡하고 다양하게 얽 있다고 하겠다. 즉 그의 건축 사

고와 작품을 이해하기 해서는 복잡하게 얽 있는 그의

비평성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는 비평성의 본

질을 ‘역동성’과 ‘공격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한 비평

성이 그 본질을 상실하여 하나의 양식으로 완성되면 하

나의 권 를 보호하고 존속시키는 기제로서 작용한다고

그는 주장한다.4) 이러한 비평성이 갖는 역동성의 회복이

야말로 격히 다원화가 진행되는 의 건축이 지향하

여야할 요한 요소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동 비평성’으로서의 쿠마 고의 건축 사고를 구조

으로 분석, 고찰하고 이에 기반을 둔 작품분석을 통하

여 의 건축이 지향하여야 할 새로운 디자인 방법론

을 검토해보는데 그 목 을 둔다.

1.2. 연구의 방법 범

본 연구에서는 ‘역동 비평성’으로서의 쿠마 고의 건

축 사고를 구조 으로 악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쿠마

고의 건축 사고는 그의 비평성의 특성에서 나타나듯이

선형 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쿠마 고 자신의 비

평성을 담은 작품은 그의 새로운 비평에 의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사고로 환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역동 인 그의 건축 사고를 악하기 한 구조 분석

을 하여 본 논문에서는 KJ법5)을 활용하 다. 한 구

2) 隈研吾, 反オブジェクト―建築を溶かし、砕く, 筑摩書房, 2000, p.9

3) 隈研吾, グッドバイ・ポストモダン―11人のアメリカ建築家, 鹿島出

版会, 1989

4) 쿠마 고, 게서, 2009, pp.46-47

5) KJ법은 일본의 동경공업 학 명 교수이자 문화인류학자인 Kawakita

체 인 쿠마 고의 건축 사고들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하여 그의 다양한 비평 들이 서술된 비평서

국내에서 발간된 서(약한건축(2009)6), 자연스러운건축

(2010)7), 삼 주의(2012)8), 연결하는 건축(2013)9))들을

상으로 그의 비평 시각이 담겨있다고 단되는 언 들

을 문장 는 키워드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KJ법에 의한

구조도를 작성하 다. 그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쿠마 고의 건축 사고의 출발 이라 할 수

있는 근 와 근 건축에 한 그의 비평 을 악,

KJ법에 의한 구조도를 작성하여 분석, 고찰한다. 3장에서

는 쿠마 고의 건축 사고의 구조 특성을 분석, 악하기

하여 KJ법에 의해 작성되어진 건축사고 구조도를 구성

하는 각 요소들 간의 계성에 입각하여 그 구체 인 내용

을 분석, 고찰하 다. 4장에서는 앞 장에서 분석된 내용들

에 입각하여 2000년 이후에 완성된 작품들을 상으로 쿠

마 고의 건축 사고들이 어떠한 표 특성으로 디자인

되었는지를 분석, 고찰하여 의 건축이 지향하여야 할

새로운 건축디자인 방법론의 의미와 시사 을 검토한다.

2. 쿠마 고의 근 건축에 한 비

쿠마 고는 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건축이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겸허한 자세로 끊임없이

자문하고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10) 그는 라는

시 의 특성을 읽고 를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악

하여 앞으로의 비 을 제시하기 한 반면교사로서 근

를 바라보며 다양한 에서의 비평을 개하고 있다.

즉 근 를 바라보는 그의 비평 시 들은 결국 의

건축을 통하여 그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배경으로 그의 서

에서 서술되는 근 에 한 비평 의 어휘를 키워

드로 하여 KJ법에 의한 구조도를 작성하 다. 이 구조도

Jiro가 개발한 사회과학 방법론으로 방 한 데이터를 구체화하고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 효과 인 분석법으로 친화도법

(Affinity diagramming)이라고도 한다. 사회과학에서는 affinity를

“kinship of spirit” 즉, 개체간의 이해 계나 내 연 계라고 말

하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수집된 자료를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나가

는 수렴 방법으로 체상을 구조화시킬 수

있다. KJ법은 체 패턴을 정하여 그 기 에

따라 공통되는 특성들을 묶어서 하 분류를

나 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자료들의 유사성

을 발견하여 그룹화하고 그룹들의 계에 따

라 체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종합 분류법으

로, 정성 분석법이긴 하나 비교 객 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6) 쿠마 고, 게서, 2009

7) 쿠마 고, 자연스러운 건축, 안그라픽스, 2010

8) 쿠마 고·미우라아쓰시, 삼 주의, 안그라픽스, 2012

9) 쿠마 고, 연결하는 건축, 안그라픽스, 2013

10) 쿠마 고·미우라아쓰시, 게서,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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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근 건축에 한 비 사고의 구조

의 분석을 통하여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축 지향

들을 역설 으로 드러내 보고자 한다.<그림 1>

2.1. 강한 건축에 한 비

쿠마 고는 근 건축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 들의

심에 권 주의 건축 사고를 치시킨다. 이러한 권

주의 건축 사고는 체제가 갖는 논리를 면에 내세운

이념으로서의 건축과 경제의 논리( 인스 정책과 같은)

를 내세운 상품으로서의 건축, 건축가(작가) 스스로를 보

호하기 한 동결되어진 비평성으로서의 ‘미학’이라는 틀

로 양식화된 건축 논리에 의해 지지되어지고 있음을

주장한다.<그림 1> 쿠마 고는 이러한 근 건축을 표상

하는 3가지의 논리들은 권력과 공생하는 건축을 의미하

며 이는 합리주의 체성이라는 톱-다운 방식11)의 건

축 로세스가 일반 으로 통용되어지며 이는 건축을 시

각 심으로 악하는 추상화를 래하 으며 최종 으로

는 균질한 공간들의 구 으로 이어지며 형식주의 이고

보편주의 인 건축행 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쿠마 고는 건축의 추상화에 의해 형식화라는 산물이

등장하 다고 주장한다. 한 건축이 하나의 추상 행

로 화할 때 “건축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인 소재, 색,

감, 냄새 같은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는 부분 버려진

다.”12)고 주장하며 권 주의 건축사고에서 출발한 근

건축, 즉 강한건축의 추구는 본래 건축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의 상실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지 한다.

한편 권 주의 건축사고는 를 들면 신구의 단 과

같은 극 사고와 기념비 성격의 건축의 등장으로

11) 톱-다운 방식(Top-Down Process)은 계획이 체에서 부분으로,

일반 인 것에서 구체 인 것으로 진행되는 상의하달식순서의 구

조를 말한다. 쿠마 고는 근 의 축선이나 용도지역 등에 의한 도

시계획이나, 형태나 평면을 계획하고 체의 틀을 확정한 후에 마

감재나 색을 마지막에 선정하는 설계 로세스를 톱-다운 방식으로

보고 비 한다.

12) 쿠마 고, 게서, 2009, p.58

이어지며 이는 다시 건축의 표상성이 강조된 건축의 시

각화를 축으로 추상화와 형식화로 다른 측면에서는

형태주의 건축행 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의 생각을 읽

을 수 있다. 특히 건축의 형태성에 한 그의 생각은 항

상 그가 주장하는 강한 재료로서의 콘크리트를 바라보는

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그는 그의 서에서 “국가나

자치단체 등 모든 공동체가 콘크리트로 고정한 명확한

‘형태’를 획득하는 것으로 존재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려고

했다.”13)고 주장하며 형태의 명확성을 얻기 한 재료로

서의 콘크리트, 즉 근 건축이 지향하 던 강한건축이라

는 건축사고를 구축하기 한 형태와 재료와의 계를

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보편주의

과도 상호 연 계를 갖고 있음을 다음과 같은 그

의 주장에서 알 수 있다. “콘크리트는 장소를 선택하지

않는 보편성뿐만 아니라 어떤 조형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보편성, 즉 자유를 가지고 있다.”14) 그러나 여기

서의 자유는 사고의 유연함에서 얻어진 자유로움이 아닌

보편성의 확보를 통한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건축 제안

의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이는 환경의 다양함과 장소

특수성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쿠마 고는 이러한

보편성의 확보가 건축에 담아야 할 내용과 계없이 표

층 화장과 존재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등장

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쿠마 고가 근 건축을 통하여 비평 으로 바라본 ‘강

한 건축’의 개념은 물리 의미의 강함이 아닌 경직된

건축 사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다.

2.2. 폐쇄 계의 건축에 한 비

건축의 시각화는 권 주의 건축사고의 결과로 나타

나게 된 이분법 경계의 형성과 부분 으로 계를 갖

는다. 한 근 건축에 있어서의 이분법 경계의 형성

은 미우라아쓰시가 쿠마 고와의 담에서 주장한 ‘ 극

(超克)’의 사상과 인과 계를 갖는다. 미우라는 코르뷔지

에가 꿈꾸었던 고 그리스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식의

근 유럽의 ‘ 극’ 사상은 매우 험한 사상이라

고 언 한다.15) 지 까지의 모든 것을 백지상태로 되돌

리고 그 에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나가는 극단 인 사

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배경으로 한 이분법

경계는 안과 밖의 경계를 ‘ 심화’와 ‘주변화’로 극단 으

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계에 해 쿠마 고는 ‘인

클로 (enclosure)’ 구조를 언 하며 근 의 민주주의

권력에 의해 시행되어진 거 한 공공건축16)에로의 편향

13) 상게서, p.20

14) 상게서, p.16

15) 쿠마 고·미우라아쓰시, 게서, p.43

16) 쿠마 고는 거 공공건축에 의한 도시개발은 하나의 거 건축물

로 도시의 용품을 만들려는 수법이라 칭하며 도시환경이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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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 한다. 쿠마 고는 이 수법이 갖는 가장 한

단 으로 거 한 건축물이 갖는 폐쇄성을 지 한다. 거

건축물은 주변의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단

시키고 그 내부 환경에 국한된 정비를 시행함으로 도시

가 갖는 근본 인 문제 의 해결을 미루고 닫아버리므로

끊임없는 도시환경의 악화라는 악순환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인클로 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도시 문제가 향을 미치지 않는 닫힌 역을 만

들어 도시 체 환경을 악화시킨다.”17)는 그의 언 을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논한 이분법 인 경계는 한편으로 시각 심의

계 건축이라는 측면에서 언 된다. 근 의 건축미학

을 다루는데 있어 투명성은 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에

서 논한 거 한 인클로 는 단 된 경계를 갖지만 시각

으로는 연결되어있는 듯이 보인다. 바로 시각 투명성에

의해서이다. 이를 쿠마 고는 “도시보다 훨씬 도시성으로

가득 찬 공간이, 폐쇄 이면서도 투명한 상자 안에서 출

한다.”18)라고 언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 심의 계

는 실질 으로 연결되어진 하나의 환경으로서 도시와 건

축의 계를 형성해내지는 못한다. 다만 시각 으로 는

형태 으로 표층 인 의미만을 표 할 뿐인 것이다.

쿠마 고는 근 의 건축이 효력을 상실한 이유에 해

서 과도하게 시각과 물질에 의존한 건축 인 시스템의

의존성을 지 한다. 이 건축 인 시스템에 해 그는 ‘구

심 이고, 계층 이며, 안 의 경계가 단 된 폐쇄 인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한 이러한 근 의 건축 시

스템을 신할 시스템으로 ‘비물질 , 비구심 , 비계층

시스템’을 제시한다.19) 이러한 근 의 건축 시스템

에 한 그의 비평 은 그가 자신의 비평성과 작품

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건축 사고의 근 에 확실

히 자리 잡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해서는 3장에서 구

체 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쿠마 고의 건축 사고의 구조

쿠마 고의 근 건축에 한 비평 은 건축이라

는 행 의 목 이 건축 외 인 요인에 의해 주어졌다는

것에 그 심이 놓여있다. 즉, 체제의 유지나 경제의 논

리를 내세우고, 그러한 권력 내에서 건축가 스스로가 자

신의 건축 논리를 보호하기 한 동결된 비평성에 근

거하여 건축행 가 이루어졌다는데 있었다. 이의 극복을

해 최근의 강연에서 쿠마 고는 건축의 본질로서 자연

이지 못할 때 입안되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쿠마 고, 게서,

2009, pp.185-187

17) 쿠마 고, 게서, 2009, p.188

18) 상게서, p.188

19) 상게서, p.283

의 생명원리에 순응하는 유기 건축을 주장한다. 여기

서의 유기 인 건축이란 인간 심 입장에서 자연을

상화하고 이를 이용하거나 극복해야할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 인간과 자연이 모두 생명의 유기 인 원

리 속에서 서로 공생하는 존재로서 계를 맺을 수 있는

건축을 의미하는 것이다.20) 이러한 그의 건축에 한 지

향 과 2장의 고찰 내용에 입각하여 그의 건축 사고의

구조를 구체 으로 분석하기 하여 2000년 이후 그의

다양한 비평들을 담아낸 서를 기 자료로 하여 KJ법

에 의한 구조도를 작성하 다.<그림 2> 본 장에서는 이

건축 사고 구조도의 계성과 각각의 내용들에 입각하

여 쿠마 고의 건축 사고를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3.1. 물질로서의 건축

쿠마 고는 근 건축을 극복하기 해서 건축이 거

한 생명의 시스템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

다는 사고로의 환을 주장한다. 쿠마 고는 자연이나 인

간과 마찬가지로 건축물도 구체 인 물질로 이루어진 것

이기 때문에 건축의 로세스는 건축가의 이념이나 철학

에 따른 건축물의 형태나 배치를 논하기 이 에 재료와

디테일을 생각하고 어떤 색을 사용할지 등의 세부 인

부분들에서 시작하여 체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보텀-업

(bottom-up) 형식의 사고 개가 요하다고 주장한다.21)

이때, 건축을 구성하는 조건들은 톱-다운(top-down) 방

식에서처럼 구조화되지 않고 분자화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며, 서로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계를 형성하게 된

다는 것이다. 즉, 건축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가 구조나

계질서를 벗어나 자유로운 조건하에 놓이게 되었을 때,

물질 물질로서 자연과 인간과 건축이 새로운 계를

형성하게 되며, 특정 기법이나 양식에 얽매이지 않는 다

양하고 창의 인 건축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다.

쿠마 고는 20세기의 근 를 ‘개념’이라는 추상성이

‘물질’이라는 구체성을 억 르는 ‘지 의 도’의 시기

다고 비 한다.22) 따라서 물질로서의 건축은 이데올로기

나 헤게모니와는 계없이 인간과 직 으로 공생하는

물질 환경으로서의 존재, 즉 즉물 인 감각으로서 체

험되는 것이고, 자연의 연속성 속에서 유동 으로 존재

하게 되는 것이다.

(1) 물질의 구체성 표

쿠마 고는 건축을 물질화하기 해 물질의 구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며 그를 한 구체 인 방법으로 물질의

입자화, 재료의 탈표층성, 재료의 내재 물성을 제시한

20) 2010년 쿠마 고의 건국 학교 강연 에서 발췌

21) 쿠마겐고, 게서, 2013, pp.117-118

22) Kengo Kuma, 「Returning to Material」C3 : Kengo Kuma, 건축

과환경, 2007,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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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쿠마 고의 건축 사고 구조도

다. 만약에 물질이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면 환경의

변화에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생한 물질의 풍부한

감이 살아나지 못하며 체의 형태로만 표 되어 표상

으로만 달된다. 그러나 물질이 완 히 입자화

(particlizing)되어 있다면 무지개처럼 그것은 때때로 분

명한 개체로도 보이지만, 빛의 순간 인 변화 는 찰

자의 움직임에 따라 그것들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진동한

다.23) 자연은 이러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자들

에 의해 다양한 상이 반복 이고 순간 으로 생성되었

다가 사라지는 혼란되고 모호한 상태, 쿠마 고는 이것

이야말로 자연의 진정한 속성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즉

쿠마 고가 말하는 입자는 라이 니츠의 모나드와 유사

한 개념24)으로 이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은 입자로 이루

어져 있으며 그것들의 계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여러

상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따라서 쿠마 고는 이러한

물질의 입자화를 통해 물질을 구체화시킴으로 인간의

각 인 체험을 발시키고자 한다. 이 게 작게 분해되

어진 물질을 통해 자연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으며 유

동 인 상에 따른 다양한 건축 경험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 그는 재료의 탈표층성을 통해 건축에서의 재료가

마감재로 사용되는 것을 부정하고 ‘물질로서의 재료’를

다루고자 한다. 쿠마 고는 콘크리트 에 여러 가지 화

23) 쿠마 고, 게서, 2010, p.54

24) 상게서, p.55

장을 덧바르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재료, 즉 ‘건축=콘크리

트+화장’25)이라는 하나의 방식으로 모든 장소를 동일화

시키는 단일화 되어진 방법론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장소

와 자연의 원리를 표 하는 매개체로써의 재료를 제시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건축 존재와 표상의 일치를 추

구하고자 한다.

쿠마 고는 물질의 구체성을 드러내기 해 재료에

한 실험을 반복한다. 돌, 나무, 흙 등의 자연재료 뿐만

아니라 유리, 라스틱, 신소재 등의 인공재료에 이르기

까지 재료의 사용에 한 기존의 고정 념을 넘어서고

한계를 극복하기 한 실험을 계속하며 재료의 물성을

개발하여 재료의 다양한 표 을 통해 구체 인 물질의

체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물질의 속성을 환시킴에 따

라 건축의 다양성이 가능해지며 새로운 물성과의 마주침

은 인간의 감각을 깨우고 건축가의 자의식을 떠난 물질

존재로서의 건축을 가능 한다. 한 장소에서 얻어

진 재료들을 극 으로 활용하여 재료에 의한 장소의

물질성을 표 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신체의 감각 체험

쿠마 고가 물질의 구체성을 표 하고자 하는 목 은

물질 에 지를 통해 신체의 감각 체험을 유도하기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체의 감각 체험을 한 방법

으로는 유동성에 의한 체험의 다양성, 원시 감각을 통

25) 상게서,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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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험, 재료의 질감을 통한 감각 체험으로 악되었

다. 쿠마 고는 물질 인 건축을 고정된 조형물로 보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동 요소

로 악한다. 그러한 물질의 생생한 표 과 운동을 드러

내기 해 물질의 입자화를 주장하며, 이를 통해 찰자

의 몸의 움직임과 환경의 변화에 의한 다양하고 풍부한

건축 체험을 의도하고 있다고 단된다.

한 쿠마 고는 체험에 한 인식 역을 인간의 지각

이 아닌 감각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 건축의 논

리가 시각 심주의에서 비롯되었음을 비 하는 그는 진정

한 건축 경험을 해 시각 이외의 감각들, 그 에서도

가장 원시 인 감각인 각을 심으로 한 직 인 체

험을 통한 이미지들의 집합을 추구한다. 생명체는 주

에 존재하는 입자에 한 인식을 통해서 환경과 연결되

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인간도 역시 물질의 입자

들에 한 감각 경험을 통해 환경과 소통하게 되며, 건

축은 그러한 환경으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쿠마 고는 재료가 가지는 질감을 통해 신

체의 감각 인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물성의 질감에

한 감각 체험은 인간 본연의 감수성을 되살리게 된다.

그러나 재료가 가진 일반 인 속성은 인간의 지각 속에

그 재료에 한 념으로써 자리 잡게 되어 활발한 인식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따라서 재료가 가진 잠재성에

한 실험으로 기존의 념 물성에서 벗어난 다양한

물성 표 을 통해 활발한 감각 체험을 유도하는 것

이다. 건축은 요리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재료로 만들었

느냐에 따라 공간이 주는 느낌이 달라진다. 따라서 질감

을 통한 건축 경험은 더 이상 인공 원리의 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 이고 직 인 감각 체험

이 되는 것이다. 한 장소 재료의 사용은 장소의 구

체성을 감각 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며, 이는

재료의 내재 물성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3) 장소의 물질성 표

쿠마 고에게 있어서 장소의 논리는 ‘물질로서의 건축’

과 ‘매개로서의 건축’의 사고를 모두 포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장소성’은 인간의 시각

사고에 의해 정의되는 ‘장소성’이 아니라 물질에 의해 감

각 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소에 한 논리이다.26) 그는

공간에 물질의 시간성을 포함하고, 장소·존재·표상의 상

계를 형성하며, 장소 재료의 사용을 통해 장소

의 물질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시간과 공간이 첩된 기억의 장소를 해 장소를 공

간과 시간이 함축된 즉물 세계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주하는 인간의 경험을 디자인하고자 한다. 20세기의

보편 이고 추상 인 장소의 논리는 새로운 시각 이미

26) 쿠마 고·미우라아쓰시, 게서, p.225

지들을 추구하며 시간의 차원을 배제하 다. 그러나 쿠마

고는 인간의 건축 경험은 시각만이 아닌, 각을 비롯

한 오감이 물질로서의 공간과 시간의 흐름을 모두 포함한

장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

때, 신체에 의한 다양한 감각 경험은 기억이라는 개인

인 시간에 물질 장소성과 함께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한 쿠마 고는 재료의 탈 표층성을 통해 장소가 경

으로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27) 따

라서 건축이 장소에 뿌리내려진 장소 존재이기 해서

는 건축을 표상으로서가 아니라 장소에서 생산해낸 물질

존재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장소는 건축의 소

재가 되며 장소를 심으로 개되는 인간의 생활 역시

장소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의 요소들이 장

소의 물질, 생활 등과 계를 맺어 건축이 생산 될 때,

장소와 표상이 일치 될 수 있으며 존재와 장소는 서로

융합되어지고 계의 유연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보았다.

생산 존재로서의 건축을 장소에 착시키기 한 방

법으로 쿠마 고는 장소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다. 장소에 뿌리는 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과 신체를 연결하는 건축 행 에 가

장 효과 인 방법이며, 이를 해 자연이나 도시라는 장

소 자체를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재료와 기술의 실험

을 통해 얻은 천연재료로 다양한 표 의 가능성을 열어

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에 융합하는 건축을 추구하

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쿠마 고는 장소의 물질성

이 표 된 건축을 통하여 환경으로서의 자연과 계성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건축이 가장 자연스

러운 건축이라고 생각한다.

3.2. 매개로서의 건축의 구조

쿠마 고는 근 건축의 향으로부터 벗어나기 해

근 의 이분법 사고로부터의 환을 제시한다. 이분법

사고는 자연을 이성 으로 해독하여 명석· 명하게

구분 짓고, 자연에 외재 인 질서를 바탕에 둔 극 인

건축행 를 야기하 다. 이로 인해 실재 자연과의 긴장

계를 상실하게 하고 자연과의 단 을 래하 다. 외

재 사유28)를 바탕으로 한 기 에 거하여 형성된

계성의 논리는 본성상 수동 이어서 자연의 능동 인 역

동성이 발휘될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는 것이다. 쿠마

고가 추구하는 자연과의 계성은 이러한 기 에 의한

구조 인 논리에서 벗어나 역동 인 순간 속에서 자연

내부에 존재하는 작은 상들과의 직 인 마주침을 통

27) 쿠마 고, 게서, 2010, p.24

28) 구체 으로 보여 지는 사태의 외부에 어떤 기 을 설정하고 그로

부터 사태를 설명하고 분석하려는 사유체계. 김상환, 술가를

한 형이상학, 민음사, 1999, 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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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루어지는 유동 인 계성인 것이다. 이때, 건축물

이 생성되는 장소 역시 환경의 흐름 속에 살아있는 구체

인 물질로써 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건축이 자연스러

운 건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계는 이

미 동양의 자연 인 천인합일(天人合一)사상에 내재되어

있던 것으로써 20세기 공업화의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받

아들인 미국식 근 주의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단 된

일본의 통 인 건축 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한다. 쿠

마 고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연과의 계성을 회복함

으로써 건축과 자연은 모호한 경계가 형성되어 서로가

융합되어 질 것이며 건축과 자연이 자연스럽게 연결됨으

로써 건축 존재의 의미가 지워지는 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건축을 통해 쿠마 고

는 자연과 건축물이 통합될 수 있는 매개로서의 건축을

구 하고자 한 것으로 악되었다.

(1) 자연과의 계성 회복

쿠마 고는 자연과의 계성을 회복하기 한 방법으

로 건축과 자연의 융합, 시·공간의 연속성, 유연한 계

를 제시한다. 건축과 자연을 융합하고자 하는 것은 쿠마

고가 설계를 시작할 무렵부터 추구했던 것으로, 에

띄는 형태와 재료로 주 를 압도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오 젝트로서의 건축에 한 반성에서 시작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자연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일반론이 아니다. 그가 자연에 해 언

하는 내용 “‘자연 ’이라는 것은 사람과 자연이

계를 맺는 방식이며 사람의 생활도, 사람이 만드는 건축

도, 자연 과 연결되어 있다. ( 략) 이것은 가장 작은

장소에, 개인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 에 귀속한다고

생각한다.” 29)고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구

체 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자연을 말하며 각 장소에서

일어나는 생활과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이

장소에서 생산된 존재로써 환경과 조화되고 장소 재료

를 사용하여 환경에 순응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일본의

통 인 경계 에 따라 경계를 지워나감으로써 하나의

유기 인 통합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 자연의 원리는 시·공간 인 경계를 규정하기 어

려운 것으로 건축이 이러한 자연의 연속성을 담고 있어

야 한다고 보았다. 시작도 끝도 없는 자연의 원리 속에

는 ‘완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속해

서 사용하면서 변화되어가는 시간 흐름 속에서의 공간

에 한 기억도 새로워지는 건축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 건축이라는 물질을 입자화시켜 그 윤곽을 모호하게

하거나, 일본의 통 인 경계형성의 방식으로 자연과

건축의 경계를 애매하게 설정함으로써 공간 인 연속성

을 체험시키고자 하 다.

29) 쿠마 고, 게서, 2010, p.6

쿠마 고가 주장하는 자연에 내재된 계성은 유연한

계로 정리할 수 있다. 그는 한 강연에서 자신이 원하는

건축을 ‘버섯과 같은 건축’30)이라고 말한다. 이는 나무구조

와 같은 계 계가 아니라 자유로운 입자의 집합체가

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는 버섯과 같이 건축을 구성하

는 요소들(재료, 장소, 사람, 문화 등)이 자유롭고 유연한

계를 형성하는 건축을 말하는 것이다. 한 입자화된 하

나하나의 작고 약한 물질들이 모이게 되면 강한 힘과 융통

성을 동시에 갖게 되고 이런 입자들이 만들어내는 경계는

뚜렷하지 않은 윤곽을 형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게 된다고 본 것이다.31)

(2) 일본 인 건축의 회복

쿠마 고는 일본 통 건축에 내재되어 있는 건축과

자연의 소통, 섬세한 감각, 경계의 모호함을 회복하여 매

개로서의 건축을 구 하고자 한다.

일본의 통건축은 부분이 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

물이다. 쿠마 고는 목조건축물이 지속 인 시간성을 내

포하고 있으며 콘크리트와 같이 어떠한 형태로 고정되지

않으며 심도 경계도 없고 구체 인 공법이나 재료로부

터 근하여 모호하다32)고 주장하며 자연의 시간성이 일

본의 목조건축물에서 보여 짐을 지 한다. 그리고 자연

을 존 하고 자연과의 공존을 이상 으로 여기는 일본의

통 인 삶의 방식도 다다미방으로 어떠한 행 에도

응하는 목조건축물의 유연성과 개방 구조와 질감으로

자연의 흐름을 체험하는 감각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한 쿠마 고는 일본 건축의 기법이 이동할 때의 측면

과 턴의 디자인을 요시하는데, 이것은 일본인이 생물의

원시 감각을 요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33) 일본

통건축에서 느껴지는 감각 체험의 회복을 강조한다.

일본 인 섬세한 감각을 되살리기 해서는 물질의 입자화

를 통해 물질의 미묘한 투명함과 가벼움을 드러내야 한다

고 보았다. 이러한 내용은 물질의 구체성을 통해 신체의 감

각 체험을 강조하는 그의 사고와 계를 갖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본 인 자연 을 받아들여 자연과

인공과의 경계를 연속된 것으로 간주한다.34) 건축에서

자연을 어떻게 단계 으로 흡수해야 하는지, 자연에 건

축을 어떻게 단계 으로 유입시킬지의 문제를 경계에 두

고 일본의 건축 행 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

한 모호한 경계로써 자연과 건축은 그라데이션 되어 서

로 연속 인 유연한 계를 형성하며, 이는 자연과 건축

의 소통과 인과 계를 갖는 것으로 악되었다. 한 그

30) Kuma Kengo, キノコと建築, 東西アスファルト事業協同組合講演会,

2010, www.tozai-as.or.jp

31) 쿠마 고, 게서, 2013, p.129

32) 쿠마 고, 게서, 2009, pp.180-181

33) 쿠마 고, 게서, 2013, p.120

34) 쿠마 고, 게서, 2010,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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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작품이미지 건축 사고구조

Takayanagi

Community

Center

(2000)

표 특성

카야부키 지붕을 얹어 마을의 통 인 가옥의 형태를 따랐으며, 감즙

과 곤약을 이용하여 와시의 강도를 높이고 목재 창살의 간격을 통해

입자화된 와시 벽체를 형성하여 물질 인 장소성을 완성. 와시의 부드

러운 질감과 빛을 담아내는 특성을 통해 감각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

고, 통 인 재료를 통해 시간성을 표 함. 창살의 좁은 틈과 와시의

미묘한 투명성을 통해 외부와의 감각 인 계성을 형성하고 외부와 내

부의 부드러운 연결을 유도함.

Nasu

History

Museum

(2000))

표 특성

긴 처마와 조경 요소를 통해 단계 경계를 형성함으로써 자연에 순응

하는 형태를 취함. 기와와 스틸 지붕의 경계에 서까래를 연상시키는 통

나무를 얹어 통과 를 그라데이션으로 연결. 통 인 경계의 개념

을 통해 계를 형성하고 신체에 의한 감각 체험을 유도. 짚을 알루미

늄에 붙여 만든 반투명 패 로 감각 인 빛을 내부로 유입. 건물 뒤 포도

넝쿨을 이용한 내부 티션으로 장소 특성을 표 . 투명성과 개방성,

자연소재의 결합으로 ‘스키야’정신을 반 .

Hiroshige

Museum

of Art

(2000)

표 특성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모호한 상들의 순간을 포착하는 히로시게

회화의 특성을 살리기 해 거 한 건축물을 입자화 시킴. 불연화시킨

가늘고 긴 삼나무루버로 지붕과 벽을 구성하여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빛

에 의한 각 인 입체감과 장소성을 형성. 루버벽체의 이어가 모호

한 공간감을 만들고 이동에 따른 감각 체험을 극 화함. 낮고 긴 처마

의 깊은 그림자로 건축 존재를 지우고 재료와 모호한 경계, 의 공간

을 통해 통을 반 하고 자연에 순응.

<표 2> 표 특성 분석표

는 애매한 경계의 연속을 체험하여 지각이 모호해지는

지 에서 인간의 감각이 드러난다고 보고 경계의 모호를

통해 신체의 감각 체험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3.3. 소결

쿠마 고는 건축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서가 아니라

건축의 본질을 드러내는 주체로서의 물질을 보고 물질로

서의 건축이라는 비평 사고를 주장한다. 이를 해 콘

크리트에 의해 감추어져 있던 물질의 구체성을 드러내어

시각 헤게모니에 의해 건축과 분리되었던 찰자의 몸

으로 하여 감각 체험을 유도하고자 한다. 건축가

의 논리에 의해 구성된 장소성이 아니라, 물질로서의 장

소가 갖고 있는 힘을 표 하여 자연과 진정한 계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한 이러한 자연과 물질의 개념이 내

재되어 있는 일본의 통 건축 을 회복하여 환경과 연

속되는 건축을 구 함으로써 건축이라는 오 젝트를 없

애고 환경에 통합시키고자 한다. 이는 결과 으로 자연

과 인간의 매개로서의 건축이라는 비평 사고를 추구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특성들이 언 된 빈도수를 볼 때, 물질의

구체성의 표 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자연과의 계성 회복이 많이 언 되었다. 이를

볼 때 물질로서의 건축은 물질의 구체성의 표 으로 가장

잘 드러나며 매개로서의 건축은 자연과의 계성을 회복

함으로써 구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동 비평성으로서의 ‘물질로서의 건축’과 ‘매개로서

의 건축’을 통해 쿠마 고가 궁극 으로 추구하고자 하

는 건축의 방향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건축의 계를

새롭게 형성하여 생명의 원리에 순응하는 유기 인 건축

을 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건축가들만

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건축이 아닌 일반 에게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지는 건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4장에서는 구체 인 작

품분석을 통하여 그의 건축 사고들이 어떠한 표 특성

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 쿠마 고의 건축 사고에 따른 표

특성 분석

4.1. 사례분석을 한 사례의 선정과 분석틀

작품분석을 한 사례의 선정은 본 연구의 비평

의 검토 자료로 활용한 그의 서 ‘약한 건축’의 출간

시기인 2004년 , 후를 기 으로 하여 인테리어 작업이

나 빌리온과 같은 일시 건축을 제외한 실재 완공된

건축물 일본의 건축 문지 ‘신건축’에 게재된 작품을

심으로 하여 그 사례분석을 한 구체 인 정보의

입수가 가능한 20개의 작품을 선정하 다.

한 3장에서 분석한 쿠마 고의 건축 사고의 특성과

디자인 방법을 분석틀<표 1>로 하여 구체 인 작품에서

나타나는 표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사고 사고의 특성 디자인 방법

물질로서의

건축

물질의 구체성 표

(S)

물질의 입자화 (S1)

재료의 탈 표층성 (S2)

재료의 내재 물성 (S3)

신체의 감각 체험

(B)

유동성에 의한 체험 (B1)

원시 감각을 통한 체험 (B2)

재료의 질감을 통한 체험 (B3)

장소의 물질성 표

(P)

시간과 공간이 첩된 기억 (P1)

장소·존재·표상의 상 계 (P2)

매개로서의

건축

장소 재료의 사용 (P3)

자연과의 계성 회복

(N)

건축과 자연의 융합 (N1)

시·공간의 연속성 (N2)

유연한 계 (N3)

일본 인 건축의 회복

(J)

건축과 자연의 소통 (J1)

섬세한 감각 (J2)

경계의 모호 (J3)

<표 1> 작품 분석의 틀

4.2. 작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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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작품이미지 건축 사고구조

JR Shibuya

Station

Façade

Renovation

(2003)

표 특성

음의 혼란과 열정이 융합된 역동 인 분 기와 화려한 시각 이미

지, 실과 가상이 혼돈된 상태로 뒤섞인 시부야의 장소성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이미지와 첩시킴. 구름의 이미지를 모듈로 분할하여

뒤섞은 뒤, 각각 흰색과 회색으로 린트한 유리 과 투명 을 간격을

두어 겹친 사드는 실제 하늘이 반사된 이미지와 겹쳐져 실 인

효과를 주며 자연의 유동성을 묘하게 표 함. 이어에 의한 깊이 있

는 투명성과 유동성을 통해 건축 존재를 소거하고자 함.

One

Omotesando

(2003)

표 특성

건축이 독립된 객체라는 통념을 뒤엎고, 오모테산도의 가로수가 갖는 섬세

한 아름다움을 건축화 하고자 하는 의도로 가로수의 수직성을 긴 수직의 목

재루버로 이어 받고 제된 단순한 형태를 구성. 끝이 뾰족하고 폭이 넓은

루버의 형태를 단면으로 겹침으로써 정면에서는 목재의 존재가 지워져 자

연과 가로가 반사된 이미지를 표 하지만, 신체의 이동에 따라 깊이 있는

루버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림자가 건물을 입체 으로 만듬. 목재루버가 형

성하는 모호한 경계로 건축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함.

LVMH

Osaka

(2004)

표 특성

상업공간과 업무공간이 복합 된 건물의 성격을 재료를 통해 표 . 명품 부

띠끄의 이미지를 표 하기 한 세 가지 유형의 그린 오닉스와 오피스의 분

기에 맞는 단순한 박스 형태로 ‘빛나는 돌 상자’를 만듦. 실제 오닉스와

린트된 오닉스가 반복되면서 실과 가상의 애매한 이미지가 벽과 창이

라는 이분법의 간 역에 존재. 어두움과 밝음의 비가 부유하는 듯 한

모호한 윤곽을 형성. 빛나는 돌 상자는 육 하고 불투명한 돌의 기본속성을

벗고 투명하고 가벼운 새로운 물성으로 감각 체험을 유도함.

Cocon

Karasuma

(2004)

표 특성

교토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던 빌딩을 복합 상업 건축으로 재생하면서 ‘시간

의 공존’을 주제로 하여 에도 막부시 의 구름패턴, 1938년에 지어진 건축

물, 유리와 필름이라는 기술의 세 가지 상이한 요소를 새로운 사드

에 통합시킴으로서 시간성과 장소성을 표 함. 구름 문양을 린트한 필

름을 유리사이에 끼우고 겹쳐진 유리 들 사이에 간격을 둠으로써 유리

사드에 깊이감이 생성됨. 내부 리노베이션에서는 천장과 바닥을 최 한 유

지·보수하어 시·공간 인 연속성을 표 한 것으로 보임.

Lotus

House

(2005)

표 특성

후면의 산과 면의 강을 둔 지의 특성을 살려 건축물의 앙을 비우고

정과 연못을 둠으로써 자연의 흐름을 연결하고 건축과 자연을 소통시킴.

스키야를 재해석한 정공간은 의 경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미니멀

한 연출로 일본의 제미를 표 함. 와이어를 이용한 트래버틴 리석의

티션으로 넓은 면을 입자화 시켰으며, 이를 통해 벽체는 개방과 폐쇄의 이

성을 띄며 투명성과 경량성을 통해 통과 자연을 매개하는 역할을 함.

작품명 작품이미지 건축 사고구조

Stone

Museum

(2000))

표 특성

오래된 3개동의 창고 사이공간을 수 공간으로 연결하여 주변 환경을 담

아냄. 기존 건물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그라데이션 형식으로 증축

하고 긴 석재루버로 통로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석재를 경량화 하여 유

연한 경계를 형성. 다른 석재루버는 구멍을 만들거나 그 구멍에 투

명한 리석을 끼워 돌의 풍부한 질감을 살린 투명성을 통해 모호한 경

계에 의한 소통과 자연스러운 빛을 유입. 루버에 의한 빛의 입체감과

재료의 이질 감각을 통한 감각 체험 유도함.

Great

(Bamboo)

Wall

(2002)

표 특성

주변 경사지를 그 로 살리는 배치로 공간을 구성. 지 나무의 실험

을 통해 루버형태의 벽과 천장을 형성. 입자화된 나무 벽체가 이루는

다양한 이어는 섬세한 질감과 함께 경계의 모호함을 형성하여 외부

자연과의 계성을 형성. 신체의 이동에 따라 입자화된 나무 벽체의

이어가 빛과 함께 이루어내는 다양한 감각 체험을 형성. 공간의

심인 라운지는 수공간을 경계로 하며 스키야 미의식의 정을 보여 .

물성을 변화시킨 나무의 이어와 투명성으로 장소에 순응하며 자연

과 일체화를 이룸.

Adobe

Repository

for

Buddha

Statue

(2002)

표 특성

지역 특성인 흙담을 용하여 장소성을 반 . 지의 흙과 짚을 사용

한 어도비 벽돌 공법으로 벽체를 형성. 흙벽돌 자체의 환경제어 개념을

용하여 문화재 수장시설에 별도의 공조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기능을

해결. 흙벽돌벽체의 입구와 하단에 틈을 두어 벽체를 무게감을 경량화

시키고 경계를 완화시키려는 의도. 즉 그라데이션의 수법이 나타남. 천

장의 나무 루버는 일정 간격의 규칙성을 갖고 외부로 돌출되어 나오

는 형태로서 통건축의 구성을 엿볼 수 있음.

Shizuoka

Expo

Gate

Building

(2003)

표 특성

내외부의 경계를 규정짓는 게이트에 자연의 경계개념을 도입. 형태와

경계가 규정되지 않은 모호한 구조물로 하마나 호수 주변 경 이 연장

된 느낌의 게이트 형성. 가늘고 섬세한 나무의 격자구조를 천장에 설

치하여 떠 있는 나무 숲 이미지를 연상시킴. 나무의 색과 재질과

비되는 반투명의 망상구조를 통해 나무 루버구조물의 색채와 실루

엣이 희미해지면서 모호한 공간감을 형성하고 자연속의 숲을 거니는

감각을 살려냄.

Soba

Restaurant

at

Togakushi

Shrine

(2003)

표 특성

신사의 근로에 치한 장소 특성을 살려 ‘길’이라는 컨셉으로 주체

와 객체사이를 연결하는 층 공간 형성. 주변의 경 에 순응한 보이

지 않는 건축을 해 낮은 처마의 수평 형태를 취하며 나무들의 강한

수직성을 블랙의 수직루버로 이어 받아 환경과 일체화를 이룸. 수직루

버와 폴리카보네이트의 반복이 강한 선과 그림자를 형성하여 입체감있

는 감각 인 공간감을 형성하며, 반사되는 유리를 통해 내부의 존재를

지움으로써 반오 젝트로서의 건축을 추구한 의도가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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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작품이미지 건축 사고구조

Chokkura

Plaza

(2006)

표 특성

지역 돌인 오타니석으로 된 오래된 돌 창고를 이용한 다목 장. 다공질

에 강도도 약한 오타니석의 한계를 철 과 조합시켜 철과 돌의 직물패턴의

벽 구조체를 형성. 돌의 층 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입자의 형태를 만들어

서 구멍을 통해 돌의 육 한 물성을 경량화 시켰으며 빛과 바람 등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 고, 재료의 시간성과 다공질의 물성이 만드는 그림자를 통한

감각 체험을 유도함. 기존의 돌창고와 새로운 벽체의 연결은 구멍의 크기

를 그라데이션으로 조 해 자연스럽게 연결을 의도한 것으로 보임.

Suntory

Museum of

Art

(2007)

표 특성

도시라는 거 한 구조의 집 안에 존재하는 고요한 일본식 ‘방’이라는 컨셉으

로 근. 신 도시의 모뉴먼트로서의 미술 이 아닌 소박하고 편안한 미술

을 해 재료의 물질성으로 로세스를 근. 세라믹, 오동나무 등을 이용하

여 루버형태로 입자화된 벽체를 구성. 빛을 조 하고 표층 재료의 고정

념을 넘어서는 물성을 표 함. 내부를 구성하는 재료인 와시는 빛을 조 하

여 풍성하고 은은한 빛을 실내로 유입함. 기하학 형태의 미니멀한 건축을

입자화시켜 부드럽고 가벼운 존재로 만들어 도시와 느 하고 평화로운 계

를 형성.

Hoshakuji

Station

(2008)

표 특성

도호쿠선의 철로에 의해 나뉘게 된 지역의 동과 서를 잇기 한 ‘구멍’의 연장

이라는 컨셉으로 근. 동쪽 장에 있는 쿠라 창고의 구멍 패턴을 라왕

합 을 입자화 한 벌집 형태의 구조 시스템으로 연장하여 내부의 스킨 형성.

나무라는 재료와 쿠라 장의 구멍패턴을 재해석한 구조시스템의 형태로

마을의 역사성을 연결하고자 한 것을 확인. 옛 역사의 인간 인 따뜻함을

부활하고 동·서의 계성을 회복하고자 함. 입자화된 목구조 시스템의 스킨

은 통로에서의 역동 인 시각 체험 뿐만 아니라 청각 , 각 체험을

유도함.

Tiffany

Ginza

(2008)

표 특성

외 리노베이션 하면서 외 의 ‘화장’으로 끝나지 않기 해 기존 건물과

지 경계선사이의 틈새을 활용하여 새로운 건축군으로서의 특수 패 집합

체를 삽입시키는 개념으로 근. 패 에 의해 다양한 각도로 입자화 된 입면

은 보석과 빛의 계처럼 주변 환경을 다채롭게 반사하고 풍부한 빛으로 내

부를 구성 함. 두 장의 유리사이에 2 으로 겹쳐진 알루미늄 허니컴을 삽입하

여 만든 개체화 된 유리패 은 다채로운 환경의 변화를 표 하고 긴자라

는 화려한 도시와 상호작용을 가능 하여 장소·존재·표상의 일체를 형성

함.

Nezu

Museum

(2009)

표 특성

번화한 오모테산도의 끝에 치하는 지와 숲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근.

오모테산도의 가로수 길을 이어받아 나무 벽체로 구성된 긴 진입로를 둠으

로써 이질 인 두 요소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의 공간을 형성.

재료로 만들어진 완만한 경사지붕은 자연과의 계성을 한 통 인 형태

를 해석한 것으로 보임. 깊은 처마가 만드는 그림자가 인산처리 된 강 과

동질화되어 건축물을 소거하고, 도시와 자연을 자연스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함. 두 개 켜로 된 긴 처마가 미술 의 규모를 분 하고 과거와

재, 자연을 연결함.

작품명 작품이미지 건축 사고구조

Prostho

Museum

Research

Center

(2010)

표 특성

일본의 통 장난감인 ‘치도리’를 응용한 목재 입자의 조합이 형성한 공간.

이 나무 격자들은 박물 의 강한 구조체와 가구를 형성하고 산란되는 빛에

의한 감각 인 공간을 만듦. 격자의 이어들이 내부의 공간감을 모호하게

만들며 입자화 된 단 들의 단면들에 의해 강한 각 질감을 형성함. 격자

구조에 의해 건축물의 윤곽이 모호하게 느껴지며 건축의 존재가 가벼운

질감으로 인식됨. 목재의 사용이 통 인 감각과 빛을 풍성하게 연출함.

Asakusa

Culture

Tourist

Information

Center

(2012)

표 특성

벽체나 천장 등을 넘어 빌딩 자체의 입자화를 시도 함. 아사쿠사 거리를 수직

화하는 개념으로 각 기능을 분 한 단층 건물이 층된 건축물을 형성. 각각

의 경사 지붕에 의한 사이공간이 단층의 원형을 유지시키고 내부와 외부의

계를 연결함. 층높이, 경사각도와 루버간격을 각 층마다 다르게 함으로써

다양한 외부와의 계성을 이루며 다변화하는 시 스가 보이는 내부공간 형

성. 각각의 단층들의 루버간격을 조 하여 체 으로 건축물의 경량성을

부여함. 아사쿠사의 통 인 장소성을 목재 루버와 통건축을 재해석

한 형태로 표 함.

4.3. 소결

사고 특성 방법 표 특성

물질

로서의

건축

물질의

구체성

표

(S)

S1

면으로 사용되는 재료들을 입자로 나 어 루버, 격자, 이

어로 사용. 입자와 틈을 반복시켜 감각 체험을 유도. 빛과

그림자 효과로 풍부한 공간감 형성.

S2

재료를 피복하지 않고 재료의 단면을 용하고 물질성을

강조. 다양한 각도의 입면을 구성하여 깊이감 형성. 여러 겹

의 재료를 겹쳐 다변화하는 입면 구성.

S3

자연재료의 단 을 극복하여 새로운 물성을 용. 입자화

된 물질을 직조방식으로 계 지어 강한 성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과 디테일을 개발.

신체의

감각

체험

(B)

B1

깊이감 있는 루버를 이용하여 이동에 따른 다채로운 시

스를 용. 개·폐의 연속패턴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빛

과 그림자의 움직임 표 .

B2

면이나 덩어리 인 요소를 분해하여 깊이감과 그림자로

리듬감 긴장감을 형성. 각 인 감각을 자극. 입자화된 요

소를 통해 산란되는 풍부한 빛을 사용.

B3

자연재료의 감 , 색, 향, 소리를 용. 재료를 투과한 감성

인 빛을 표 . 이질 인 질감과 색을 갖는 재료를 첩시

켜 재료 감각을 극 화시킴.

장소의

물질성

표

(P)

P1

장소의 통 인 특성을 용. 이동에 따른 시 스를 이용

하여 시간성 체험. 신·구를 비가 아닌 경계에 틈을 두는

방법으로 연결.

P2

장소의 문화와 특성이 반 된 디자인 요소 용. 재료의 활

용에 있어 구축의 정직함을 표 . 내·외부의 디자인 요소

를 연결하여 체험을 통한 계 형성.

매개

로서의

건축

P3

지에서 통 으로 사용되는 재료를 용하여 장소가

갖는 분 기를 활성화. 기존 건물, 지의 환경을 재료로

사용. 그라데이션의 방법으로 연결.

자연과의

계성

회복

(N)

N1

환경을 조작된 원리가 아닌 있는 그 로 건축에 용. 긴

경사지붕, 단순한 형태와 분 을 통한 가벼운 존재감으로

자연에 순응. 깊은 그림자로 건축을 지움.

N2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

도. 빛의 변화에 따른 음 의 비와 다양성. 시 스에 따

른 자연과 인공의 부드러운 연결.

N3

내·외부를 잇는 이공간과 정의 요소를 통한 계 형

성. 입자화를 통한 분명하지 않은 윤곽 설정과 주변 환경

요소의 건축 용.

<표 3> 쿠마 고의 건축 사고에 따른 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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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로서의

건축

일본 인

건축의

회복

(J)

J1

낮은 처마와 경사지붕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흐름을 구

성. 차경을 통한 자연의 도입. 빈틈과 공간을 통한 빛과 바

람, 소리의 흐름을 유도.

J2

자연재료가 갖는 섬세한 질감과 가늘고 약한 선의 패턴을

통한 감각 공간을 형성. 부드러운 빛과 입자화를 통한 투

명성, 경량성의 표 .

J3

이어의 첩을 통한 감각 혼돈과 통 조경요소를

재해석한 단계 경계형성. 깊은 음 과 의 공간 형성

으로 모호한 공간감 부여.

4.2. 의 분석 결과<표 2>의 내용을 종합 으로 고찰

하여 쿠마 고의 건축 사고인 ‘물질로서의 건축’과 ‘매

개로서의 건축’의 분류에 따라 각각의 표 수법들의 특

성을 <표 3>과 같이 정리하 다.

5.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 ‘역동 비평성’으로서의 쿠마 고

의 건축 사고의 구조와 작품에서 나타나는 표 의 방

법과 특성을 고찰하 다. 이를 기반으로 그의 건축 사

고와 그를 구 하기 한 표 특성과의 계를 간략

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로서의 건축을 바라보는 그의 건축 사고

는 물질의 구체성의 표 을 통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이러한 물질의 구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표

방법은 루버나 격자, 면 이어를 사용하여 공간 구성

요소들을 작게 분해한 뒤 겹침과 짜임의 기법을 응용하

여 구축하는 표 방법(물질의 입자화)을 통하여 구 되

고 있다. 이때 각 요소의 끝을 얇게 처리하는 디테일을

통하여 건축으로서의 물질 자체가 강하게 드러남을 억제

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틈이나 구멍에 의해

형성된 그림자가 공간에 강한 깊이감을 형성하고, 시각

이면서도 각 인 감각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이러

한 틈이나 구멍은 무겁고 경직된 느낌의 물질성을 가볍

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변화시키고 이어나 격자 등은

동 시 스와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다양한 공간감

의 형성에 기여한다. 이는 일본의 통 인 건축 표

수법의 쿠마 고에 의한 재해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한 이를 통해 신체의 감각 체험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쿠마 고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건축의 물리 인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사용자

와 건축, 환경과의 계를 보다 하게 연계시키고자

하는 의도의 표 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둘째, 신체의 감각 체험은 물질의 입자화와 재료의

내재 물성을 통해 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본

의 통 인 공간구성과 시 스, 자연소재가 갖는 부드

러움, 빛과 그림자의 계 등 다양한 감각 표 에 의

해서도 체험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장소의 물질성의 표 은 물질로서의 장소가 갖

는 다양하고 독특한 재료를 조형 으로 재구성하거나

서로 다른 물성을 갖는 이질 인 재료들을 병합하는 방

법들을 통하여 재료가 갖는 일반화된 물성을 환시켜

나타나는 새로운 물질성을 구 하고자 한다. 이를 하

여 쿠마 고는 장소가 갖는 건축 소재로서의 재료뿐만

아니라 디테일과 구축성의 실험을 병행함으로써 새로운

건축 형태를 제안한다. 이는 사용자의 감각 체험이라

는 표 특성과도 깊은 련을 갖는다. 이를 통해 주변

환경과의 하고 자연스러운 계형성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자연과의 계성의 회복은 사용자와 건축, 환경

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물질로서의

건축이 갖는 강한 경계의 소거를 통하여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 특히 이러한 경계의 모호함은 사용자와 자연환

경과의 계를 유연하게 환하고자 하는 의도의 발 이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일본의 통건축이 갖는

경계 요소들의 재해석이 계한다. 를 들면 과도하

게 표 된 긴 처마는 건축공간에 깊은 그림자를 형성하

고 이는 건축이 갖는 외부와 내부의 강한 경계감을 부드

럽게 시각 으로 소거하는 요한 수단으로써 사용되어

진다. 쿠마 고가 추구하는 자연과의 계성 회복이라는

표 의 방법은 건축과 환경과의 계를 사용자의 다양한

감각 체험과 연동시켜 유기 으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의도의 구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일본 인 건축의 회복은 단순히 일본의 통양

식을 차용하는 재 의 수법이 아닌 일본의 통 인 공간

특성을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시 의 환경에 용시

키고자 하는 쿠마 고의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작

은 단 로 입자화된 물질의 표 을 통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약하고 가벼운 부재들의 계를 통하여

건축을 경량화·투명화 함으로써 자연과 한 계성을

유지하여 왔던 일본 통건축의 특성들을 으로 표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 통하여 쿠마 고는 단 되어

왔던 환경과 인간과의 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앞에서 도출한 쿠마 고

의 건축 사고인 ‘물질로서의 건축’과 ‘매개로서의 건축’

은 선형 인 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5개의 사고특

성과 15개의 다양한 사고의 양태들 사이의 역동 인

계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겠다. 쿠마 고는 역동 비평

성을 바탕으로 “확립된 아이덴티티를 ‘작품’이라는 건축

물에 투 하는 고 인 건축가의 방식을 붕괴해야 한

다.” 35)고 주장하며 각각의 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건축

가 스스로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는 자세가 요함을 강

조한다. 이를 해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비평함으로써

그의 사고가 동결된 아이덴티티로서 고착화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역동 비평

35) 쿠마 고·미우라아쓰시, 게서,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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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기반을 둔 그의 건축 사고는 의 건축이 지

향하는 다원화에 응하기 한 건축 근 방법에 많

은 시사 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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