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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chitecture of the present time has a general tendency that focuses only in its permanence between the

structure and the ground. Architecture has the temporariness. In other words, it is a losing creation. Structure of

natural building materials starts its life on the ground and also ends its life on there. Natural building materials

leave no building wastes on their ground. Concerns about how to let materials contain not only its physical

property but also their regional relation and timely temporariness can let us express materiality of natural building

materials in modern construction spaces. And also, it will be the way of recovering the value of architecture and

the healing human’s sensibility. Kuma Kengo made an attempt that makes the best use of materiality in his work

by using them in balance and draw new materiality by a fusion of them. In here, suggestion about the ways of

using weak natural materials in modern construction spaces is the main object of this paper. And we can make

a progress by analyzing Kuma’s expression way of materiality in 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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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과거의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전의 건축은 그 지방에서

산출되는 자연재료가 그 지방의 건축에 사용되는 절대적

인 재료가 되어 각 지역은 자연재료에 의한 건축으로 지

역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인한 인공재료의 개발에 의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거의 같은 공통적 특징을 가지는 건축

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오늘날의 건축은 인공재료에 의

해 대지 위에 자리를 내리면 시간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

고 그 영속성을 무한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다.

건축의 시간성은 유한하다. 이는 기호(嗜好)에 따라 혹

은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무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

이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의 부속품들은 땅

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썩지 않는 폐기물로서 활용성이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lee4good@gmail.com
** 
이 논문은 2012년도 가천대학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GCU- 2012-R199)

없는 존재로 남게 되고 그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축적되어 가치가 상실된 건축으로 사라진다.

이에 반해 자연재료에 의해 구축되는 건축은 시간이 다

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땅으로 돌아가 어떤 이물질도 남

기지 않는다. 땅에서 난 재료가 아닌 인공재료(콘크리트,

철, 유리)는 또한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에 있어 안식처로

어울릴 만한 부드러움, 따듯함, 질감의 풍부함 등의 요소

가 아닌 딱딱함, 차가움, 질감의 단조로움 등의 요소로서

인간의 감성은 무디어진다.1) 인간의 감성과 건축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재료의 특성과 구축기술

을 이해하고 인공재료와 함께 현대건축에 사용하여야한

다. 모든 건축물을 자연재료를 토대로 구축할 수 는 없

지만 현대의 건축가 쿠마겐코는 자연재료를 최대한 건축

에 드러내기 위해 장인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약한 자

연재료의 특성을 극복하여 현대적인 구축기술로 건축 활

동을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물성(물질의 성질)에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 물성을 연구한 후 쿠마겐코 건축공

간과의 상관성을 파악해서 분석틀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1) 쿠마겐코, 자연스러운 건축, 임태희 옮김, 안그라픽스, pp.81-82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1호 통권96호 _ 2013.02          29

자연재료를 어떻게 현대에 활용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제

시하는 것을 본 논문의 주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목적은 ‘물성적인

관점으로 현대건축공간에 자연재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연구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

구의 방법과 범위는

첫째, 물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물성을 제시한다.

둘째, 재료의 성질을 3가지 키워드로 도출하여 재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각 키워드가 역사의 흐름 속에 어떻

게 변해 왔는지 알아보고 물질의 성질을 판단하는 핵심

키워드로서 3가지 키워드의 성격과 당위성을 설명한다.

셋째, 본 논문에서 말하는 물성이 현대공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사례를 토대로 분석해보고 그 특징과 표현

방법을 알아본 후 쿠마겐코의 건축사상과 특징을 연구하

여 그 상관성을 찾는다.

넷째, 분석된 연구내용을 토대로 분석틀을 제시 후 쿠

마겐코의 물성의 개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작품 중 자

연재료를 토대로 구축된 작품을 주어진 분석틀로 분석하

여 자연재료를 현대건축공간에 어떻게 활용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논한다.

2. 현대 공간의 물성

2.1. 물성

물성(material)이란 사전적 의미로서는 물질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을 말하는 것이며 인간의 감각에 의해 지

각되는 물질의 내재된 속성으로 인간의 정신과 상호 보

완하는 관계 속에 드러나서 실체화 되는 것이다. 물질이

건축에 개입될 때 그것은 건축을 구성하는 실재적, 물리

적 요소로서의 재료라는 의미를 갖게 되며, 다시 그곳에

서 건축가의 의식과 개념이 개입되면서 재료는 그 고유

한 속성인 물성으로 인식된다. 즉, 물질이라는 용어는 건

축가에 의한 인식적 대상으로서의 의미이고, 재료는 인

식을 통해 건축물에 구축되는 구현의 대상이 된다.2) 이

러한 물질과 재료 그리고 물성의 관계는 건축에 있어서

물질의 개념은 재료의 본질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재료는

물성의 본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물성에 대한 논의가 있기 전 고대에는 물질은

형태의 봉사자로서, 그리고 구조의 동맹자적 관점으로서

의 물질은 건축의 역사에 있어서 단지 피상적인 처리로

받아들여졌다. 고대 플라톤 철학의 교훈에서와 아리스토

2) 박영욱, 건축행위를 통한 물성의 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논,

1996, p.14

텔레스 시대에 있어서 물질은 형상(Figure)에 대비하여

형상보다 낮은 단계, 즉 보조개념 혹은 소극적 개념을

뜻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질료(Matiere)를 제

거하고 형상만 남은 상태를 특별하게 1차 질료라고 하였

고 이는 신이나 이데아를 지향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반

면에 형상이 제거된 채 질료상태로 남게 된 것은 2차 질

료라 하여, 이는 낮은 가치의 단계, 즉 저급한 상태로 보

았다.3)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물질과 형식을 분리 했

는데 서양 철학사 전반에 걸쳐 이러한 분리를 극복하려

는 시도들이 일어났다. 2차 질료가 물질이란 자격으로

적극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이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물질은 물리적으로 즁요한 속성들이 부

여되는데, 모든 사물과 형상은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의

속성인 물성을 통해서 하나의 통일적, 객관적인 세계와

결합한다. 객관적 실제인 물질이 건축형태를 구축 할 때

이것을 ‘재료’라고 정의할 수 있다.4)

근대에 이르러서는 물질과 정신의 관계에 주목하게 되

면서, 형상이란 사용되는 물질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다

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위상이 높아진 건축가들은 디자인

의 개념과 재료와 물성과의 관계를 인식하게 되었으며,5)

기술의 발달과 수많은 새로운 재료들의 등장으로 물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러시

아 구성주의에서 종속적인 위치의 물성이 그 위상을 역

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것은 물성이 구체적으로

인식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된 시초이다.

17-18세기 유럽에서는 건축의 이상적이고 순수한 본

질을 알기 위하여 건축의 기원을 복원하려고 노력하였

다. 이에 아베 로지에는 그의 ‘원시적 오두막’의 이미지

<그림 1>과 같이 건축의 기원은 원시인이 외부의 환경

적 조건에 반응하여 숲에서 가지를 주워 정사각형으로 4

개의 기둥을 세우고, 4개의 보를 걸치고 그 위에 경사진

지붕구조를 세우는 것이 건축의 기원이라 말한다. 이는

건축에 있어서 건축적 밑바탕은 구축적 조건에 의해 결

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세기 뒤에 출현한 고프리트 젬

퍼는 로지에의 주장과 차별화 된 주장을 하였는데 그 중

벽은 구축제로서의 벽이 아닌 직조술에 의한 벽의 개념

으로 공간분할로서의 역할을 가지며 이는 구축제와는 차

별화되어져야 한다고 하였다.6) 또한 고프리트 젬퍼는 ‘재

료자체가 그대로 보여서, 벽돌은 벽돌로, 철은 철로, 나

무는 나무로서 각각의 역학법칙에 따르도록’ 표현되는

형태 개념은 그것을 만드는 재료와 상반되어서는 안 된

3) Gaston Bachelard, 꿈꿀 권리, 이가림 역, 열화당, pp.96-97

4) 건축물에서 재료는 건축물을 축조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며, 결과

물로서의 건축에 있어 부속되는 개념이 아니라 건축을 구성하는

실재적인 요소가 건축 재료이다.

5) 임석재, 형태주의 건축운동, 서울:시공사, 1999, pp.62-68

6) 정만영, 물성의 재-현으로서의 건축,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제14

권 제1호 통권41호, 2005.3, pp.10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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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라고 말하였다.

<그림 1>

로지에의

원시 오두막

<그림 2> 젬퍼의

카리브 오두막

잼퍼의 물성이론은 피복론과 깊은 관련을 지는데 피복

이론이란 페인팅으로 피복하는 벽은 물적 존재를 부정하

는 화려한 장식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것은 현실성을 부정

한다고 하였다. 젬퍼의 피복론은 무엇보다 건축을 바라

볼 때 첫 번째로 인식되는 요소로 시각화를 중요시했다.

그는 장식의 의미를 단순히 구조나 재료를 숨기는 것

이 아니라 장식자체가 구조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

음을 강조한다. 이 개념은 재료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

해와 성질을 바탕으로 건축은 구축되어져야 하는 물성의

필연적 성격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물성이란 첫째, 로지에가 주

장하듯 외부의 환경적 조건에 반응하는 자연적 구축으로

서 물성이 만들어지는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즉, 물성은

구축적 성격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건축가가 물질을 재료

화 시키고 그 재료는 건축물을 만들어 내는 근원으로 건

축가에 의해 그 근원은 다양화게 확장 될 수 있는 것이

구축적 성격의 물성이다. 또한 고프리트 젬퍼의 피복론

이 주장하듯 구조를 포장하는 역할로서의 재료가 아닌

재료를 그대로 노출하여 재료 자체가 장식이 되어 재료

그 자체가 순수성을 지녀야 하는 본질적 성격의 물성이

다. 이렇게 물성은 구축적 성격과 본질적 성격이 내포된

개념이라 말 할 수 있다. 또한 재료는 인공재료가 아닌

자연재료(돌, 흙, 나무, 종이)의 성질로서 한정지어 물성

을 말한다. 현대건축공간의 물성은 이를 바탕으로 물성

의 고유한 속성으로 건축을 구축하기 보다는 고유한 물

성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계기와 접속시켜 그 고유한 성

질을 새로운 특질을 나타나게 하거나 혹은 고유한 물성

에 반하는 특질을 형성시켜 새로운 특질을 나타나게 하

는 것이다. 나아가 본 논문의 핵심인 자연재료에 의한

물성은 대지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여 그것이 구축되

어지는 과정을 거쳐 시간의 흐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

재이다. 즉, 자연재료는 땅에서 태어나 장소적 관계를 맺

으며, 장소성을 가진 물성은 재료와 재료가 관계를 맺으

7) Pierre von Mei, 형태로부터 장소로, 정인하·여동진 옮김, 시공문화

사, 2000, p.205

며 구축적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는 시간의 흐름을 받

으며 시간성을 갖게 되며, 시간성이 다한 재료는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생성과 소멸의 흐름이 순환되는 것이

자연재료의 물성이라 할 수 있겠다. 기존 물성의 개념에

서 확장된 자연재료의 물성은 장소적 관계, 구축적 관계,

시간적 관계 3가지의 관계가 내포된 개념으로서 자연재

료의 물성을 말하는 주요한 개념이 된다.

물질 재료 물성 자연재료의 물성

인식의

대상

인식을

통한

구현의

대상

인간의 감각에 의해 지각되는 물질의

내재된 속성
장소적 관계

본질적 속성(순수성) 구축적 관계

구축적 속성(건축가에 의한 근원의 확장) 시간적 관계

<표 1> 물성

2.2. 자연재료의 성질

재료의 성질은 유연성, 지속성, 투명성 3가지 키워드로

판단 할 수 있다. 고대 건축의 기원인 메소포타미아부터

르네상스까지 인공재료가 발견되기 전의 건축 재료는 갈

대나 파피루스에서부터 점토, 목재, 석재에 이르기까지

자연재료를 이용하였고 점차적으로 자연재료를 다루는

기술은 역사에서 보듯이 발전되었다. 재료의 사용에 있

어서는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혹은 종교적 상징성을 표

현하기 위해서 구축재로 사용하였고, 이것은 당시대의

기술과 맞물려 구축되었다. 자연재료는 인공재료가 만들

어지기 전의 건축역사(메소포타미아-바로크)를 보면 재

질이 무르고 부드러운 것에서부터 딱딱하고 뻣뻣한 것까

지, 약해서 오래 그 성질을 버티지 못하는 것에서 강하

여 그 성질을 오래 버티는 것까지, 흐리고 속이 보이지

않는 탁한 재료에서부터 맑고 속이 보이는 밝은 것까지

즉, 고대에서 근대로 넘어 오기까지 자연재료는 유연한

재료에서 비유연한 재료로, 오래 지속 가능 할 수 없는

재료에서 오래 지속 가능한 재료로, 불투명한 재료에서

투명한 재료로, 점차적으로 그 재료의 성질이 유연성, 지

속성, 투명성 3가지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변해왔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재료의 성질과 건축이 깊은 관련성을 가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료의 성질을 판단하는 기준으

로 유연성, 지속성, 투명성에 대해 논의 한다면 첫째, 유

연성이란 재질이 무르고 부드럽고 연한 성질로 대표적인

자연재료는 나무, 종이, 흙이 있고 반대로 비유연한 재료

로는 석재가 있다. 또한 이 유연한 재료는 그 성질이 약

하기에 현대건축공간에서는 다른 재료와의 융합으로 새

로운 성질을 나타내기도 한다. 두 번째, 지속성이란 고유

의 성질을 오래 계속 지켜 나가는 성질을 말한다. 보통

자연재료는 내구성이 떨어지므로 환경에 의한 산화, 혹

은 풍화작용에 의해 혹은 인간에 의한 마모로 외부적인

요인을 받기에 자연재료의 내구성에 따라 그 시간성을

달리한다. 지속성이 짧은 재료는 종이, 나무, 흙이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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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이 긴 재료는 석재이다. 이는 유연성과 지속성의 관

계에 있어 유연한 재료 일수록 지속성은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투명성이란 흐리지 않고 속까지 환이

트여 밝은 성질로 자연재료에서 그 특질을 명확히 구분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종이는 반투명한 성질로 빛

과 음영을 투과한다. 또한 석재로는 대리석을 얇게 켜를

내면 빛은 한지를 통하는 빛처럼 은은함을 자아내는 성

질을 가지지만 종이보다는 그 투명도가 탁하다.

<그림 3> 종이, 흙, 목재, 석재의 성질

재료의 성질인 3가지 키워드와 자연재료의 관계를 정

리 해보면 아래와 같은 표를 도출 할 수 있다. 보통 자

연재료를 말하는데 있어 5가지의 재료 종이, 흙, 목재,

석재, 쇠를 말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도출한 4가지의 자

연재료는 쿠마겐코가 주로 사용하는 재료로서 종이, 흙,

목재, 석재 4가지 자연재료에 대해서 말한다.

자연재료

재료의성질
종이 흙 목재 석재

유연성 (柔軟性)

● ◐ ◔ ◌재질이 무르고, 부드럽고, 연

한 성질

지속성 (持續性) ◌ ◔ ◐ ●
오래 계속되어 나가는 성질

투명성 (透明性)

● ◌ ◌ ◔흐리지 않고 속까지 환이 트

여 밝은 성질

<표 2> 자연재료의 성질

◌(약함) ◔ ◐ ●(강함)

2.3. 현대공간에 나타나는 자연재료의 물성표현

건축공간에서 물성은 재료 자체가 가지는 의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고 물질이 가지는 독특한 성

질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타 물질이 지니는 성질과의

연결을 통해 결합된 물질의 차별성이나 유사성, 위계 등

이 중시된다. 재료의 사용은 현대 건축의 표현 수법에

있어서 잠재적인 표현방법이며 이러한 물성과 질감의 의

미에 의한 내외부의 상호관계성은 점점 더 중요하게 나

타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함 속에 다양성을 내포하여 현

대기술에 의해 열려진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며, 과거

의 항구적 물성이 아닌 순간적이면서 변화가 있는 시간

의 영향을 받는 고유의 물성의 성질에서 확장된 개념을

시도하는 것이다.8) 기존 재료들의 표현방식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이러한 재료들의 물성 변형, 재료간의 접

8) 이관희, 현대건축에서 표현된 벽의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1995, p.103

합방식의 변형, 감축과 구조 형식을 왜곡하는 등의 탈

구축적인 현상이 현대 건축에서 자주 표현되고 있다.9)

특히 재료의 경우 각 재료들의 고유물성을 드러내는 것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시각에 따라 바뀌거

나 시지각적 변형을 주어 재료의 본성을 감춤으로 해석

이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도한다. 재료 고유

의 물성과 그 물성을 교란시키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축

조하여 물질적 표현을 부과시키기도 한다.

자연재료에 의해 물성을 표현하는 방법은 재료 자체에

의한 변형, 감축, 왜곡 등의 탈구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

기 전에 자연재료와 대지와의 관계를 염두해 두어야 한

다. 본래 자연재료의 생성(生成)은 땅에 그 근원을 두기

때문이다. 땅에서 태어난 자연재료(종이, 흙, 목재, 석재)

는 각각의 장소와 관계를 맺으며 장소성을 가지게 된다.

장소성을 가진 물성은 이제야 재료간의 접합방식으로 변

형, 감축, 왜곡이 되어 구축되어지며 그 본래의 물성을

새롭게 드러낸다. 이러한 재료간의 접합되는 관계를 구

축적 관계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축적 관계를 맺

은 물성은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마모되고 풍화

되어 자연의 일부분으로 그 존재를 동화시켜 버린다. 시

간성이 다한 재료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며 이렇게 자연

재료의 물성은 생성(生成)과 소멸(消滅)의 순환과정을 가

지며 자연과의 총체적인 시간의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이렇게 자연재료의 물성이 생성되며 소멸되어지는 총

체적인 과정이 자연재료의 물성의 표현방식이라 말 할

수 있다. 즉, 자연재료의 물성은 대지와의 장소적 관계,

재료간의 구축적 관계 그리고 시간의 영향으로 인한 시

간적 관계 총 3가지의 관계가 내포된 것이 자연재료의

물성의 개념이라 말 할 수 있다.

자연재료의 물성의 개념 중 첫째, 장소적 관계는 현대

건축에 있어 건축이 위치하는 환경과 건축가의 장소 해

석 방법에 따라 몇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10) 우

선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토

포스(topos)적 장소가 있다. 토포스의 기원은 그리스 신

화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신들이 머무는 장소인 자연

경관을 의미한다. 토포스는 위치, 지위, 여지,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며 사람이 사는 방, 장소, 마을과 부락이라는

9) 김정재 외 1명, 한국현대건축에 나타난 미디어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2002, 이것은 1986년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 열렸던 비물질성

을 주제로 한 전시회에서 료타르가 현대 문화를 비물질의 문화로

규정한 바 있듯이 근대의 지표적인 경향은 현대에 들어와 혼합적

인 재료와 비물질성의 강조가 일어지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건축

전반에 걸쳐 비물질성이 거론 되어오고 있고, 근대 이후 정신과 물

체의 고민으로 부터 그 이론적 정립이 숨 가쁘게 만들어져 오고

있으며, 이것은 물질과 비물질에 관한 내용으로 확산된다고 할 수

있다.

10) 안우진, 건축의 장소성을 체험하는 공간시퀀스 구조에 관한 연구,

경상대 박론, 2003,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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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도 있다. 복수형이 되면 지방, 지형의 의미가 된다.

이처럼 토포스는 지표의 한 점, 한 지점을 가리키지만

대체로 장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는 건축

에서 인간의 행위와 사건 등을 중요시하는 로쿠스적 장

소가 있다. 로쿠스(locus)는 로마인이 땅을 개간하려는

디자인 메트릭스와 도시를 발견하기 위한 신화적 십자표

인 템플럼(templum)11)에서 유래한다. 로쿠스적 장소개념

은 건축에서 인간의 행위와 사건을 중요시한다. 네덜란

드의 대표적인 구조주의 건축가인 알도 반 아이크는

(Aldo Van Eyck)는 ‘공간은 단순한 개념적 공간과 시간

의 차원으로 인식될 성질이 아니며, 인간의 의식 속에

경험되는 공간, 즉 장소로서 경험되는 건축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2) 즉, 아이크는 건축에서 공간이나

시간보다 인간의 인지와 경험에 바탕을 둔 장소와 상황

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렇게 장소의 개념은 1차적으로

주변 환경과 관계 맺는 토포스적 장소성과 2차적으로 인

간의 행위와 사건에 관계 맺는 로쿠스적 장소성을 말 할

수 있다.13) 스위스 건축가 피터줌터는 발스 목욕장에서

건축적 재료로서 발스 마을에서 나는 석재를 사용하여

주변환경에 의한 1차적 장소성, 토포스적 장소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두 번째 이미지는 피터줌터의 로마 유적 박

물관으로 로마 유적의 장소성을 그대로 살려 구축하여 2

차적 장소성, 로쿠스적 장소성의 개념을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림 4> 발스 온천 <그림 5> 로마 유적 박물관

장소적 관계

1차적 장소성(토포스) 2차적 장소성(로쿠스)

주변환경에 의한 물성 인간의 행위,사건에 의한 물성

<표 3> 장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재료의 물성 표현의 구성방식

다음으로는 자연재료의 물성의 두 번째 개념, 구축적

관계는 재료간의 접합관계로 현대공간에서는 단순히 재

료의 고유한 속성을 살려서 건축을 구축하기보다는 재료

의 변형, 융합, 소거 작용을 통해 새로운 특질을 발현시

킨다.14) 변형이란,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가 바뀌어 달

11) 신을 모시기 위해 만든 신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원적 의미는 ‘속

된 것에서 분리한다’, 이며 넓은 의미로는 ‘거룩한 장소’를 말한다.

12) 길성호, 현대건축사고론, 시공문화사, 2001, p.273

13) 박형진, 슐츠의 실존적 공간론을 기반으로 한 현대건축 실내공간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논, 2007, pp.20-22

14) 유진상, 헤르조그 & 드 뫼롱 건축의 외피구성 연구, 서울대 석논,

2003, pp.162-163

라지는 것으로서 물질적인 변형과 심리적인 변형으로 그

특질을 변형 시켜 새로운 특질을 만들어 낸다. 다음으로

융합이란, 둘 이상의 요소가 합쳐져 하나의 통일된 감각

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질적 개체나 질서가 하나로 합성

되어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관계를 말한다. 이것 또한

물질적 융합과 심리적 융합으로 그 특질을 새로이 하여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소거란, 부정적인 것을 모조리 없

애는 것으로 물질의 고유의 성질의 부분 혹은 전체를 약

화시키거나 없애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소거라

고 말한다. 소거 또한 물질적 소거와 심리적 소거의 작

용으로 새로운 특질을 만드는 방법이라 말 할 수 있다.

아래의 첫 번째 이미지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구

제국 호텔로 벽의 단면을 보면 건축적 재료로서 오타니

석을 선택하였는데 오타니석은 그 특질이 작은 구멍이

무수하게 많이 뚫려서 결점투성이의 재료이다. 하지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이러한 구멍투성이의 약한 소재

를 사용하여 물질을 약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여 환경과

물질을 하나로 녹여 버리는 시도를 하였다. 이것의 구축

방법은 약한 석재의 오타니석과 점토를 구운 테라코타를

직물로 짜여지듯 구축하였고 이를 금속을 사용하여 구조

적 안정성을 더하였다. 이는 물질적 융합에 의한 구축적

관계를 말 한다. 우측의 이미지는 쿠마겐코의 히로시게

미술관으로 삼나무를 얇게 켜를 내어 벽을 구축하였는데

이것은 깊은 처마에 더하여 그 존재를 약화 시켜 벽이

사라져 보이게 하는 심리적 소거 작용이 일어났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림 6>

제국 호텔

<그림 7> 히로시게 미술관

구축적 관계

1차적 구축성(물질적) 2차적 구축성(심리적)

물질적 융합 심리적 융합

물질적 변형 심리적 변형

물질적 소거 심리적 소거

<표 4> 구축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재료의 물성 표현의 구성방식

마지막으로 자연재료의 물성의 세 번째 개념, 시간적

관계는 질감의 표면처리에 의한 1차적 시간성과 1차적

시간성에 의해 나타나는 인간과 환경에 의한 2차적 시간

성을 통해 물성의 시간성을 확인 할 수 있는데 1차적 시

간성이란 재료의 노출, 구멍, 음각 등 재료를 환경과 접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장치로 말 할 수 있겠다. 2

차적 시간성이란 1차적 시간성에 의한 장치로 인해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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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환경에 의해 재료가 마모되는 것 혹은 산화되거나

풍화되는 성질을 말한다. 좌측 2개의 이미지는 피터줌터

의 건축 ‘콜럼바(Kolumba)‘이고 우측 2개의 이미지는 ’발

스 온천‘의 이미지인데, 콜럼바는 ’구멍‘을 통해 외부의

바람과 빛이 지나 다니며 환경과 접하여 풍화되고 이것

은 물질을 약화시키며 이는 자연의 시간성과 함께 하여

환경과 동화되는 성질을 갖게 되며 이는 질감의 표면 처

리에 의한 1차적 시간성이라 말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

미지는 재료의 ’노출’로 인해 인간에 의해 ‘마모’된 재료

의 성질을 말하는 물성의 2차적 시간을 설명하고 세 번

째 이미지는 재료의 ‘노출’로 인해 온천수가 돌과 만나

‘산화’되는 2차적 시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 할 수

있다. 마지막 이미지에서는 석재가 켜를 내어 구축되어

졌는데 켜를 들쑥날쑥하게 쌓아서 면에 음각을 주어 환

경이 접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 이는 질감의 표

면처리 ’음각‘에 의한 1차적 시간성이라 말 할 수 있다.

<그림 8> 좌측2 콜럼바(kolumba), 우측2 발스 온천

시간적 관계

1차적 시간성(질감의 표면) 2차적 시간성(인간, 환경에 의한 영향)

구멍, 음각, 노출 마모(인간), 산화(환경), 풍화(환경)

<표 5> 시간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재료의 물성 표현의 구성방식

2.4. 소결

이렇게 자연재료 물성의 표현 구성방식은 장소적 관계

와 구축적 관계 그리고 시간적 관계를 통해 물성이 표현

되며 이러한 생성과 소멸이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과정이

현대 공간에서 나타나는 자연재료의 물성 표현 방식이라

고 말 할 수 있다.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건축을 하는데

있어 쿠마겐코도 자연재료가 나는 대지와의 관계를 바탕

으로 건축을 구축하였고 이것은 자연에 순응하기 위하여

시간의 흐름에 타협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음 3장

에서는 쿠마겐코의 건축사상과 특징을 이해하고 자연재

료의 물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연구하겠다.

3. 쿠마겐코의 건축공간

쿠마겐코는 전통성을 재해석하고 현대화하는데 성공한

일본 현대건축을 대표하는 작가 이고 작품을 통해 전통

건축공간에 나타난 동양사상의 자연관, 즉 자연과의 대

립이 아닌,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자연과 융합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사상을 개념적으

로 표현하는 작가이다.

3.1. 일본건축과 쿠마겐코

일본건축의 대표적 사조인 메타볼리즘의 흐름을 보면

1960년대 메타볼리즘 사조를 시작으로 일본은 현대건축

이 시작된다. 메타볼리즘의 등장으로 기존의 기능주의자

와 유기적 자여연주의자들은 점차 토착적인 양상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전통적 요소를 당대의 건축에 융합하려

는 시도가 있었다. 메타볼리즘의 탄생은 도쿄에서 1960

년에 개최된 세계 디자인회의를 통해 일본 독자의 통일

된 테마를 제기하면서부터 시작 되었다. 그들은 근대건

축의 소극적인 기능주의를 비판하고 건축과 그것에 의하

여 구성된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로 파악하며 그

것의 신진대사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고 변화시켜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1970년대는 급속한 산업화가 가져온

환경파괴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과거에 무시했던 전통,

문화, 역사적 유산에 의존한 건축 그 자체에 내재된 표

현성, 상징성, 의미성에 관한 가능성의 연구를 시작함으

로서 내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포스트 메타볼리즘

으로 구분되는 이 시기의 건축가들은 사회를 변형하거나

개혁하려고 집착하기보다는 그 사회의 다양성, 복합성을

수용하고, 다양한 이념들 간의 공생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15) 1980년대에는 일본경제가 정보화 산업사회로 변

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주의와 맞물려 거품경제를 초래하

게 된다.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건축가들은 화려하고

장식적인 것을 추구하는 복고주의적인 시대와 맞물려 포

스트 모더니즘이 유행하였다. 80,90년대에는 근대의 미학

을 극한까지 추구한 미니멀리즘이 활성화 되면서 전통을

추상적인 형식으로 표현하고, 공간적인 해서에 비중을

둔 건축물들이 많이 대두하고 있었다. 1990년대에는 해

체주의 등의 흐름과 산업기술에 연관된 하이테크적 형태

와 소재가 많은 영향을 주면서 다양한 흐름으로 발전하

였다. 메타볼리즘과 포스트 메타볼리즘 이후 세대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면서 일본의 건축계는 근대 거

장의 시대 이후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건축가로 쿠마겐코를 들 수 있는데 쿠마

겐코와 일본 현대 건축의 흐름을 보면 초기작들인 도릭

(1991), M2(1991) 같은 작품들은 그가 받은 교육과 당시

의 시대적 흐름을 표현했고 그 이후 키로산 전망대

(1994), 물과유리(1995), 석조 미술관(2000)은 그의 작품

세계에서 뚜렷한 전환점이 된다. 이 작품들에서 쿠마 겐

코는 대지, 재료 건축에 대한 본질을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근대 건축의 창시자 중 한명인 브루노 타우트는

15) 김기수, 일본의 현대건축-모더니즘 건축에서 탈모더니즘 건축으로,

이석미디어, 2000,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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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문명이 들어오던 시기에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대나

무, 다다미, 종이를 즐겨 사용해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켰

는데, 그의 영향으로 쿠마겐코도 일본의 전통을 받아들

이게 되었다.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재료의 다양성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려는 모습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16) 쿠마겐코는 메타볼리즘의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로 파악하는 개념과 그것에 반하여 발생한 포스트

메타볼리즘의 다양성, 복합성을 수용하는 모습에서 탈피

하여 일본 고유의 전통성을 재해석하고 현대화 하는 것

으로 디자인을 선회하였다. 또한 장소성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이 재료 콘크리트 사용에 반발 하였으며 대신 자

연재료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 물성의 사용방식을

일본인의 정서와 의식에 대응해 ‘약한건축’이라는 개념으

로 건축활동을 하고 있다.

3.2. 쿠마겐코 건축 특징

쿠마겐코가 건축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시기에는 건축

이 상품화 되면서 이전까지 공공시설만을 짓던 건축가들

이 개인 주택으로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그 당시 유행하

던 스타일과 콘크리트라는 재료로 많은 건물을 짓게 된

다. 이에 쿠마겐코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고, 기하급수적

이고 무작위로 생겨나는 건축이 점점 사회에서 미움을

받고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 건축은 일상에서 접하는 대상 가운데 크기가 가

장 크고, 두 번째, 그 크기 때문에 대량의 자원을 쓰면서

물질을 낭비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건축물은 한번

만들고 나면 간단하게 뜯어고치거나 부숴 버릴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17)고 하여 그는 사람들로부

터 부정적으로 보이는 요소를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가기

위하여 건축과 주위환경의 단절을 존재의 이유와 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대지와의 ‘단절’이 아닌 반대로

대지와의 ‘접합’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 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다.

접합이론

공간의 접합

1. 건물과 대지의 접합

2. 지면위에 따로 서 있지 않은 건축(지면 같은 건축)

3. 키로산전망대(1994)

주변의 접합
1. 주변에 있는 평범한 물질을 사용한 건축(재료성)

2. 안요지 절(2002)

시간의 접합

1. 콘크리트의 급작스러운 응고성에 대한 시간개념 비판

2. 자연재료(나무)의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3. 과거와 미래의 시간의 공존성

4. 무라이 마사나리 미술관(2004)

<표 6> 쿠마겐코의 ‘접합이론’

16) 쿠마겐코, 건축과 환경, 2007, p.168

17) 쿠마겐코, 약한건축, 임태희 옮김, 안그라픽스, 2009, p.100

또한 쿠마겐코는 건축을 환경에 묻어 버리는 시각적

소거를 목표로 하였다. 키로산 천문대 설계를 통해 공간

을 땅 속으로 묻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외형적

으로 두드러지지 않기 위하여 주변환경에 묻혀 버리는

형태로, 다양한 시도를 하였는데 히로시게 미술관은 벽

을 삼나무를 얇게 켜를 내어 그 물성을 약화 시켜 시각

적으로 사라지게 하였다. 이는 그가 말하는 ‘재료의 입자

화’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재료를 작게 쪼개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료 자체의 질감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돌과

같이 무거운 소재도 이 과정을 거쳐 빛, 바람, 소리 들이

통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18) 이것은

‘돌 미술관’에서 잘 드러나는데 석재를 얇게 썰어 축조한

벽에서 그 켜를 1/3 들어내어 그 틈으로 빛, 바람, 소리

가 드나들게 하여 ‘재료의 입자화를’ 실현 하였다.

3.3. 소결

쿠마겐코는 자연과의 융합을 이루기 위하여 ‘주변 환

경과의 접합’이라는 이론을 통해 건축물을 구축하였는데

이것은 현대건축의 자연재료의 물성표현 방식과 그 맥

(脈)을 같이한다. 그 방법으로 첫째, ‘장소적 관계’라 하

여 자신의 건축적 재료를 대지와의 관계에서 출발하였고

둘째, ‘구축적 관계’라 하여 건축물을 시각적으로 최대한

사라지게 하여 물성을 약화 시키거나 물성의 고유한 성

질에 반하는 성질을 건축물에 실현 시키려는 노력을 하

였다. 즉, 과거에는 돌의 무거운 성질을 그대로 인식하여

중력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축물을 구축하였지만 쿠

마겐코는 돌을 공중에 매달거나 틈을 만들어내어 가볍게

그 성질을 표현하여 자연재료의 새로운 구축법을 현 시

대에 제시하였다. 셋째 ‘시간적 관계’라 하여 콘크리트의

급작스러운 응고성에 대한 시간개념을 비판 하였으며 자

연재료의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을 건축물에 도입하려고

하였다. 다음 4장에서는 현대공간에서 나타나는 자연재

료의 물성표현을 연구한 바탕으로 쿠마겐코 공간을 제시

된 분석틀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겠다.

4. 쿠마겐코의 건축공간에서 나타나는 자

연재료의 물성 표현 사례분석

4.1. 분석사례선정

분석 사례는 쿠마겐코의 작품세계에서 자연재료 물성

의 개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돌 미술관(2000)’ 작품 이

후의 사례를 분석 하며 자연재료는 종이, 흙, 목재, 석재

4가지를 선택하여 분석사례를 제시한다.

18) 정가영, 쿠마겐코 공간에 나타난 재료와 구축성에 관한 연구, 건국

대 석논, 2009, pp. 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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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연도 위치 이미지

1 stone museum 2000 Nasu, Tochigi Prefectue

2
Hiroshige

Museum of Art
2000 Bato, nasu-gun, Tochigi Prefecture

3

Adobe

Repository for

Buddha Statue

2002
541 Oaza Atsumogo, Toyouracho,

Shimonoseki-shi, Yamaguchi, Japan

4

Takayanagi

Community

Center

2002
1097 Oginoshima, Takayanagi-cho,

Kashiwazaki-shi, Niigata, Japan

5
Great

(Bamboo) Wall
2002 Beijing, China

6 lotus house 2003
23 St James's Street, London SW1A

1HA UK

7
Hoshinosato

Annex
2004

1-13-1 Ikunoyaminami, Kudamatsu-shi,

Yamaguchi, Japan

8
Ginzan Onsen

Fujiya
2004

443 Ginzan Shinhata Kita, Oaza,

Obanazawa-shi, Yamagata, Japan

9 Sake No Hana 2006 Eastern Japan

10 Chokkura Plaza 2006

2374-1 Hoshakuji, Shioyagun

Takanezawamachi, Tochigi, Japan

<표 7> 분석 사례 목록

4.2. 사례분석틀

사례분석은 자연재료의 물성이 쿠마겐코의 현대건축공

간에 어떻게 표현 되었는지 장소적 관계, 구축적 관계,

시간적 관계의 순환과정을 바탕으로 자연재료의 물성 표

현방식을 논하겠다.

장소적 관계 (A)
1차적 장소성 주변환경 (a)

2차적 장소성 인간의 행위 사건 (b)

구축적 관계 (B)

1차적 구축성
물질적 융합

(c)

물질적 변형

(d)

물질적 소거

(e)

2차적 구축성
심리적 융합

(f)

심리적 변형

(g)

심리적 소거

(h)

시간적 관계 (C)
1차적 시간성 구멍 (j) 음각(j) 노출 (k)

2차적 시간성 산화 (l) 풍화 (m)

<표 8> 쿠마겐코 건축공간에 나타나는 자연재료의 물성표현 분석틀

4.3. 사례분석

공간이미지 내용 적용

1

A
아시노 지역의 아시노석 Aa

툐이쇼 시기의 창고건물 Ab

B

아시노석과 대리석의 융합 Bc

‘켜’ 형태의 아시노석 Bd
1/3의 아시노석의 비움 Be

C 구멍과 노출에 의한 시간성
Ci
Ck

Cm

2

A 야미조 산지의 삼목 Aa

B

삼목의 폭을 얇게 변형 Bd

얇은 ‘켜’에 의한 소거
Bh

Be
와시와 플라스틱의 융합 Bc

C 노출에 의한 시간성
Ck
Cm

3

A 토유우라 마을의 흙 Aa

B 흙블록과 콘크리트의 융합 Bc

C

흙의 질감 노출 Ck

흙블록 표면의 거친 음각 Cj

흙블록의 비움 Ci

풍화에 의한 시간성 Cm

4

A 일본 전통 종이 ‘와시’ Ab

와시와 감즙, 곤약의 융합 BcB

C 와시의 노출로 의한 시간성
Ck

Cm

5

A 동양적 재료 대나무 Ab

B 대나무와 콘크리트의 융합 Bc

C
대나무의 노출에 의한 시간

성

Ck

Cm

6

A
주변강물의 연장선으로 집과

강물 사이에 물을 채움
Aa

B

구조적 해결을 위해 석회석

과 강철 바의 융합
Bc

20☓60cm크기의 직사각형 석

회석판
Bd

C
밝은 돌의 재질감과 구멍에

의한 시간성

Ck

Ci

Cm

7

A
비움에 의해 주변환경에 동

화
Aa

B
법규로 인한 OSB합판과 알

류미늄의 융합
Bc

C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패턴에

의한 구멍의 시간성

Ci

Ck
Cm

8

A 100년된 호텔의 목재 Ab

B

대나무를 4mm로 얇게 ‘켜’의

형태로 변형
Bd

대나무 살과 스테인글라스

심리적으로 융합
Bf

C
켜의 형태의 대나무 살에 의

한 시간성

Ck

Ci
Cm

9

A 동양의 목구조 공포형식 Ab

B
목재를 얇은 ‘켜’의 형태로

변형
Bd

C
목재를 짜 맞추며 발생한 구

멍에 의한 시간성

Ci

Ck

10

A
호샤쿠지역의 오타니석 Aa

기존의 돌창고 Ab

B
마름모 형태로 변형 Bd

돌과 철이 직물처럼 융합 Bc

C

마름모 형태의 구멍 Ci

거친 질감을 노출 Ck

구멍에 의한 음각 Cj

노출과 구멍에 의한 시간성 Cm

<표 9> 사례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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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Aa 6 Ab 6

Bc 8 Bd 6 Be 2

Bf 1 Bg 0 Bh 1

Ci 7 Cj 2 Ck 10

Cl 0 Cm 9

<표 10> 분석 빈도표

위 결과로 쿠마겐코 건축공간에서 나타나는 자연재료

의 물성 표현 방식은 장소적 관계에 있어서는 주변환경

에 의한 토포스적 장소의 개념과 기존 건물의 역사를 활

용하고 민족성에 의한 로쿠스적 장소의 개념이 동등하게

표현 되었으며, 구축적 관계에 있어서는 물질적 융합 혹

은 물직적 변형을 통해 자연재료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

로운 특질을 나타내는 것이 돋보인다. 또한 심리적으로

물성을 약화 시키거나 융합되어 보이게 하는 구축 방법

이 간혹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관계에 있어서는 주

로 재료를 있는 그대로 피복하지 않고 노출 시키고 구축

된 재료에 구멍을 만들어 환경에 의해 풍화 시켜 시간성

을 표현 한 것을 볼 수 있다.

5. 결론

현대건축공간에 나타나는 자연재료의 물성표현은 자연

재료에 비해 내구성이 강하고 시공도 간편한 인공재료로

대체 되어져 현대건축에 차지하는 부분이 미약하다. 또

한 자연재료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

서 현대건축에 사용되어 단지 표피에 그치는 피상적인

존재로 인공재료를 덧칠하는 재료로 사용되어 지고 있

다. 이에 쿠마겐코는 자연재료의 물성을 최대한 자신의

건축에 끌어들여 약한 자연재료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

고 구조적으로 보완 할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자연재료

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물성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하

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쿠마겐코의 자연재료의

물성표현 방식은 세 가지로 밝힐 수 있다.

첫째, 장소적 관계이다. 쿠마겐코는 자연재료가 생성

(生成)하는 대지와의 관계에서부터 재료를 선별하여 그

의 건축적 소재에 활용 하였다. 건축이 지어질 대지의

주변환경을 바라보고 그곳에 나는 재료를 활용하여 장인

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자연재료의 디테일을 풀었다.

또한 동양의 민족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재료에 대한 끊임

없는 시도를 통하여 그의 건축을 실현 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의 흔적들을 버리지 않고 그

것을 바탕으로 한 건축을 하였다. 이는 인공재료에 의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획일화된 박스 건축이 아닌 각

지역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근원이 되었다.

나아가 장소와 관계를 고려한 건축은 지역성을 넘어 민

족성을 표현하는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둘째, 구축적 관계이다. 장소성을 내포한 자연재료는

그 성질이 본래 약하기에 필히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대

안책이 필요하다. 이에 쿠마겐코는 쉽게 인공재료를 활

용한 방안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인공재료는 자연재료를

드러내는 보조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하였다. ‘쵸쿠라광

장’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석재의 무거

운 물성을 살려 구축한 것이 아닌 마름모 형태로 석재를

변형하여 그 사이 구멍을 만들어 석재의 경량성을 표현

하였다. 이 마름모 형태는 구조적인 불안전성 때문에 철

물과 석재를 직조물을 짜듯이 구축하여 불안전성을 해결

하였다. 이처럼 그는 자연재료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자연재료 간의 물질적 융합 혹은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인공재료와의 물질적 융합을 통해 그의 건축을 구축 하

였고, 물성의 고유한 성질을 살려 구축하기 보다는 재료

의 형태를 물질적 변형을 통하여 고유한 성질에 반하는

형태로 구축하여 새로운 자연재료의 구축법을 제시했다.

셋째, 시간적 관계이다. 쿠마겐코는 구축성을 내포한

자연재료는 피복을 하여 덧칠해 그 시간성을 무한히 하

려는 시도가 아닌 있는 그대로 노출하여 자연의 시간성

과 함께하려 하였다. 이에 대한 시도로 쿠마겐코는 재료

의 구멍을 통하여 시간성을 만들려고 하였다. 빈틈없이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아닌 물질의 변형, 융합, 소거의

작용을 거쳐 구멍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빛, 바람, 소

리가 드나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 환경에 노출된

자연재료는 마모되고 풍화 되어 자연의 흐름에 벗어나는

것이 아닌 동화(同化)되어 버린다.

건축은 그 시간성이 유한하다. 다시 말해 건축은 생성

되어지고 소멸되는 존재이다. 자연재료에 의한 건축은

그 생(生)을 대지에서 시작 하고 멸(滅)또한 대지로 돌아

간다. 즉, 불순한 찌꺼기가 남지 않는 것이 자연재료이

다. 자연재료의 표피만 가져오는 건축이 아닌 장소적 관

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재료간의 구축적 관계를 생각하고

그것의 시간성을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고민이 현대공간

에 자연재료의 물성을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이

며 이것은 건축의 존재가치에 대한 회복과 인간의 감성

을 회복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에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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