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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anoramic perception and space organization

for restoration of urban environment and architecture. Panorama is a collective visual catalogue composed by

series of perspective images. It is a product from continuous movements of viewer by defamilarizing real image

and structuring order between city and building. Through understanding the panoramic image, the viewer is able

to achieve the total image of the city. For example, achieving visual perception of the city by employing the

panoramic view from different historical backgrounds and cultures, Berlin developed its urban characteristic by

rebuilding panoramic view as an aesthetic device. First, this paper mention theory of panorama as an aesthetic

device for shaping the city from the building. Second, this paper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istics

of panorama and historical contexts for why those panoramic views are valuable by mentioning the Altes

Museum, the Berlin National Gallery, Museum of Modern Literature, and Folkwang Museum of panoramic view.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visual perception such as panoramic view is the valuable device for organizing

the image of the city's own identity. Constructing vision of each city influences not only shaping the city but also

mapping the mental views of the building. Also, historical conditions and open spaces are one of the inherent

elements combined with panoramic view for establishing urban identity. In search for good place making,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ole of the historical context and fabric plan in shaping how a resident sees -

literally, sees- their city with buildings. Berlin serve as excellent counter example in how the valuable place

making panoramic mental views of urbanities tak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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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모든 도시들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에 기초한 도

시 성격을 규정짓고 도시 환경을 설계하는 기준(criteria)

이 있다. 이는 시각적 경험을 통한 공간의 인지를 통해

형성되고 이에 대한 자료는 도시공간의 재생을 위한 도

구로도 활용 되고 있다. 베를린은 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

화 된 도시의 재생을 위해 새로운 도시 타입을 제안했다.

전쟁으로 무너진 파편화된 빌딩과 도시 이미지를 재생하

기 위한 새로운 도시 형태를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나타

나는 공간적 특징을 적용해 재현하려 하였다 이러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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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파노라마 이미지의 시각적 경험은 인지하는 공간에

대한 경험과 구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물과 그 주변

환경의 복구를 위한 도구로써 사용되었다.1)

본 연구는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관찰되는 공간적 특성이

기존 건물의 도시 재생 또는 관계를 재 구성해주는 도구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파노라마 이미지와 공간 재생, 그리고 이를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위한 공간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파노라마 이미지를 통해 인지되는 정보인

시각적 확장과 깊이가 공간 배치, 건물의 위치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의 크기와 위치를 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빌딩과 새

로 지어지는 빌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가가 어떤 식으로 건물의 공간과

1) Fritz Neumeyer, The Second Hand City: Modern Technology

and Changing Urban Identity, In Marc Angelil (ed), On

Architecture, The City and Technology, 1990,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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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파노라마 구성요소 개념

A entrance 파노라마 이미지를 관찰하기 위한 빌딩의 입구

B corridor
지면에서 상승된 관찰 장소(stage)에 올라가기 위해

지나가는 복도와 계단

C stage 파노라마 이미지를 관찰 할 수 있는 무대

D ceiling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시각적 프레임을 형성하는

공간적 장치 (바닥, 기둥, 천정)

E background 도시의 배경

F middle ground 중경

G foreground 전경

<그림 1> 연속된 파노라마 이미지

디테일을 설계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파노라마 이미지의 공간적 특성을 해석하고

건축의 시지각적 관찰 공간 구성요소로 도입하기 위해

도시 베를린의 건축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공간구성방법

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사례 분석은 재건된 베를린에 위치한 미술관 건축물

중 도시환경의 파노라마 이미지가 작품 계획 시 가장 크

게 반영이 된 4개의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대상을 선정하

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이미지 분석을 병행하였

다. 2장에서는 파노라마 이미지를 구현하는 장치적 구성

요소와 도시 공간 인지를 위한 공간적 특징을 살펴봄으

로써 도시공간을 인지하는데 구성되는 요소를 추출한다.

3장에서는 4개의 분석 대상 공간에서 나타난 파노라마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한 장치적 요소를 건축공간에서 찾

아 분석한다. 4장에서는 각각의 분석 대상공간의 건축

장치를 통해 형성되는 도시 공간적 파노라마 이미지, 건

축 공간적 파노라마 이미지 그리고 건축공간의 디테일

분석을 한다. 5장에서는 도시 환경과 건물의 재생에 나

타난 파노라마 이미지 표현을 논하며 연구 내용의 한계

와 향후 과제를 밝히고자 한다.

2. 파노라마 이미지

2.1. 파노라마

(1) 정의

파노라마의 어원적 정의는 ‘모든 시각’(all + sight)이

라는 어원을 가지며, 폭넓은 시각적인 이미지들로서 실

제 세계를 재구성한 이미지이다. 파노라마는 관찰자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지각된 여러 장의 시각적인

이미지들을 연속적으로 나열해 놓은 이미지들의 조합으

로 이를 통해 공간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출처: Forster, Forster, Kurt W., Schinkel’s Panoramic Planning of Central Berlin,

in Modulus 16, University of Virginia, 1983, p.65

(2) 파노라마 구성요소

서로 다른 소실점들을 가진 투시도를 중첩한 이미지로

구성되어 이들은 시각적인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파노라

마 이미지를 구성한다. 관찰자는 A, B의 입구를 지나 파

노라마 이미지를 관찰 할 수 있는 관찰 장소(stage) 인

C 에서 도시의 이미지를 수집한다. D에서 보이는 바닥

면과 천정면의 경계는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수평

(horizon)을 형성하여 배경이미지인 G에서의 시각적 프

레임을 형성한다.

<그림 2> Champ Elysees의 파노라마 관찰 장소 단면

출처: Forster, Forster, Kurt W., Schinkel’s Panoramic Planning of Central Berlin, in

Modulus 16, University of Virginia, 1983, p.65

파노라마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크게 전경, 중

경, 그리고 후경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경은 파노라

마 이미지에서 시야각의 앞에 인지되는 주목할 만한 상

징적인 물체를 말한다.2) 중경은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깊

이를 제공해준다. 마지막으로 후경은 변하지 않는 배경

으로서의 이미지로 도시의 경관을 제공한다.3)

<표 1> 파노라마 구성요소와 개념

2.2. 도시 공간의 인지를 위한 파노라마

파노라마 이미지는 관찰자의 시각으로부터 재구성된

다. 수평의 선과 수평면과 수직인 선들로 나누어진 프레

임에 여러 개의 다른 시점들로 관찰된 도시 이미지가 형성

된다. 수학적으로 측정된 도시 이미지 정보는 나열되어 시

각적 지도를 형성하고 도시를 묘사하는 측정도구가 된다.4)

파노라마 이미지는 두 가지의 도시 정보를 담고 있다.

관찰자가 파노라마 이미지를 수집하기 위한 정보와 파노라

2) M. Christine Boyer, 1994, Topographical Travelogues and City

Views; in The City of Collective Memory, The MIT Press,

Cambridge, MA, p.206

3) Ibid., p.209

4) Ibid.,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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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미지에서 보이는 공간적 목적이다. 이를 통해 도시를

인식하고 도시 설계를 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라투

르(Latour)는 ‘파노라마 이미지는 도시 이미지의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도시의 시각적 이미지가 수집 되

는지 알려준다.’5)라고 했다.

파노라마 이미지의 수집과정은 관찰자가 어떤 방법으로

도시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고정된 시

점을 가진 투시도와는 다르게 파노라마 이미지는 관찰자의

움직임의 시점변화를 통해 도시 시네마스코프(urban

cinemascope)를 형성한다.6) 이를 통해 여러 이미지의 조합

으로 나열된 파노라마 이미지가 완성이 된다.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보이는 공간은 관찰 장소와 도시의

관계에 의해서 수집된다. 파노라마 이미지를 수집하기 위

해서는 관찰자에게 새로운 시각적 소실점을 제공하는 물리

적 공간인 관찰 장소(stage)7)와 도시의 시각적 단서를 제

공하는 자연적 공간인 수평면(horizon)과 도시의 지형

(topography)과 기존의 빌딩들을 필요로 한다. 이 두 시각

적 기준은 여러 장의 이미지의 조합인 파노라마 이미지에

연결성을 부여해주고, 도시 공간 인지의 기준 역할을 한다.

건물 경험의 과정
파노라마 공간적

요소

Sten Allen

Altes

Museum

관찰자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통해

전경의 빌딩, 중경의 시각적 깊이,

배경의 도시를 인지

전경, 중경, 배경

단편적 이미지와 전체 도시 이미

지를 수집
관찰 장소

The national

gallery

파노라마 이미지를 구성하는 수평

면을 기준으로 전체 이미지의 연

결성을 부여함

다 시점

Mark

Jarzombek

The national

gallery

상승된 수평면인 관찰 장소(stage)

을 통해 도시를 관찰

파노라마 이미지를 통해 관찰위치

와 빌딩의 위치를 인지

관찰 장소

시점

Latour -
각각의 단편적인 이미지를 수집하

여 전체 이미지를 형성
다 시점

Kurt W.

Forster

The new

museum

관찰 장소(stage)는 관찰자에게 관

찰 위치를 제공함
관찰 장소

<표 2> 파노라마 이미지와 도시 공간과의 관계

본 논문에서 정의한 파노라마 이미지와 도시 공간에 관

련된 문헌을 정리한 결과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공간을 인

지하는데 구성되는 요소는 관찰장소(stage), 시점(viewpoint),

전경 / 중경 / 배경(Foreground/ Middle ground/ Background)

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관찰 장소(stage)

파노라마 이미지를 관찰 할 수 있는 무대의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파노라마 이미지의 수집을 위한 지면(ground) 보

다 상승된 수평면에 위치한다. 이 공간은 관찰자에게 새로

5) Bruno Latour, 2005, Panoramas; in Reassembling the Social,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and New York, p.188

6) Stan Allen, 2000, “Mies’ Theater of Effects: The New National

Gallery, Berlin,” in Practice: Architecture, Technique, and

Representation, G+B Arts International, Australia, p.79

7) Ibid., p.65

운 시각적 소실점을 제공하는 물리적 관찰 장소(stage)이다.

(2) 시점(viewpoint)

관찰자가 인지하는 시각적 소실점으로 투시도적인 단편적

인 이미지를 수집해서 전체 파노라마 이미지를 형성한다. 시

각적 확장과 깊이를 인지하고 다 시점(multiple viewpoint)의

전체 파노라마 이미지를 통해 두 개의 시점 사이 공간적 깊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시각적 단서를 제공한다.

<그림 3> 파노라마 이미지의 시점
출처: http://www.edvec.ed.ac.uk/html/projects/panorama/index.html 재구성

(3) 전경/중경/배경(Foreground/Middle ground/ Background)

파노라마 이미지는 전경, 중경 그리고 배경으로 이루어

져있다. 전경은 상징적이고 그림 앞쪽에 위치한 사물이고

배경은 도시경관으로 관찰자에게 시각적인 기준을 제공한

다. 중경은 다리, 나무, 건물의 개구부 등의 연속적인 형

태의 일렬배치를 통해 투시도적인 공간 깊이를 제공한다.

<그림 4> 파노라마 이미지의 전경
출처: http://www.edvec.ed.ac.uk/html/projects/panorama/index.html 재구성

<그림 5> 파노라마 이미지의 중경
출처: http://www.edvec.ed.ac.uk/html/projects/panorama/index.html 재구성

<그림 6> 파노라마 이미지의 배경
출처: http://www.edvec.ed.ac.uk/html/projects/panorama/index.html 재구성

3. 파노라마 이미지와 건축 공간

3.1. 칼 프레드릭 싱켈의 알테스 미술관 (Altes Museum)

1830년에 칼 프레드릭 싱켈에 의해 계획된 알테스 미

술관(Altes Museum)의 건물 중앙 2층에 위치한 원형 돔

은 베를린 도시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관찰 할 수 있는

장소이다. 연속적인 투시도 이미지를 대지면 보다 높이

올려진 2층의 원형의 돔을 통해 러스트 가르텐(Lustgarten)

공원과 그 주변을 관찰 할 수 있다.8)

(1) 관찰 장소

중경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관찰 할 수 있는 관찰 장소

8) Ibid.,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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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테스 미술관(Altes Museum) 의 2층에 위치한다. 2

층에 위치한 이 관찰 장소는 원형의 돔으로 이루어져 있

고, 이 원형 관찰 장소에서 알테스 미술관의 전면에 보

이는 운터덴린덴(Unter den Linden)강과 궁정 그리고 일

렬로 배치된 나무들이 있는 알테스 미술관 앞의 베를린

루스트 가르텐(Berliner Lustgarten) 공원으로 구성된 파

노라마 이미지를 관찰 할 수 있다.

<그림 7> Altes Museum의 단면

출처: Martin Steffens, K.F. Schinkel; an architect in the service of beauty,

Taschen, 2003, p.64

(2) 시점

관찰 장소인 원형 돔 내부 벽의 사각형의 모듈화 된

장식은 관찰자가 인지하는 화면의 투시도적인 소실점을

형성하는 기준선의 역할을 한다. 알테스 미술관 건물 외

부의 정면에 위치한 루스트 가르텐 공원의 나무 또는 운

터덴린덴 다리를 통해 내부에서 인지된 소실점의 기준선

을 외부로 연결시켜 시각적인 소실점을 형성한다.

(3) 전경 / 중경 / 배경

알테스 미술관의 일정한 간격을 배치 된 기둥들은 파

노라마 이미지의 전경을 구성하여 시각적인 기준을 형성

한다. 동시에 파노라마의 시각적 프레임을 형성하여 단

위 프레임을 구성하고 여러 개의 단위 프레임을 수집하

여 전체 파노라마 이미지를 형성한다. 맞은편의 궁정 건

물은 도시 환경으로서 파노라마 이미지의 배경으로 시각

적 기준 역할을 한다. 궁정 건물과 알테스 미술관사이의

루스트 가르텐 공원은 중경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일렬로

배열된 공원의 나무는 공원의 오픈스페이스를 통해 관찰

자에게 시각적 확장을 제공한다.9)

3.2. 미스 반데로에의 베를린 국립 갤러리(Berlin

National gallery)

미스 반데로에에 의해 설계 된 베를린 국립 갤러리

(Berlin National Gallery)는 지면보다 높게 위치한 전시

공간으로 내부에서 외부까지 확장된 바닥과 천정으로 파

노라마 이미지의 관찰 무대를 형성하고 있고 기존의 도

시 환경과 함께 빌딩 내부에서 도시를 관찰 할 수 있다.

(1) 관찰 장소

지표면로부터 2m정도 올려 진 곳에 위치한 베를린 국

9) Ibid., p.69

립 갤러리(Berlin National Gallery)의 1층 전시 공간은 파

노라마 이미지를 관찰 할 수 있는 무대의 기능을 한다. 내

부의 전시 공간 보다 바닥면을 외부로 연장시켜 300ftsq

너비의 바닥면을 형성하고 있고, 지붕 또한 내부 전시 공

간의 너비 보다 외부로 연장시켜 213ftsq의 너비의 지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8개의 기둥으로 지탱하고 있고 전시

관 내부를 4면을 유리 창문으로 두르고 있다.10) 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베를린 국립 갤러리의 1층 전시 공간은

파노라마 이미지를 인지하기 위한 관찰 무대와 같은 기능

을 한다. 또한, 8개의 기둥을 제외한 모든 전시 공간을 오

픈 스페이스로 만들고 4면을 유리 창문으로 둘러서 내부

에서 보는 외부의 수평적인 이미지를 관찰 할 수 있다.

<그림 8> Berlin National Gallery의 단면

출처: G. Wachter, Mies van der Rohe, C. Peter, Mies van der Rohes Neue

Nationalgalerie in Berlin; translated by Peter Craven.

Berlin :Vice versa,1995, p.68

(2) 시점

전시 공간 내부의 모듈화 된 바닥의 패턴과 천정의 수

평적인 천정과 바닥의 스틸 프레임은 파노라마 이미지에

서 투시도적인 그리드를 형성하고 있다. 이 그리드는 관찰

자가 시각적 소실점을 인지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3) 전경 / 중경 / 배경

전시 공간 내부에서 관찰 되는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도시 경관은 배경에 해당 되고 정면에 보이는 필하모닉

건물은 도시 경관의 배경의 한 부분으로 시각적 기준 역

할을 한다. 정면에 보이는 실외의 8개의 기둥은 파노라

마 이미지의 전경에서 시각적 기준 역할을 한다. 전시

공간 내부에서 외부로 연장된 갤러리 1층 바닥과 포스담

(Potsdamer) 거리를 따라 나란히 배열된 나무와 마테키

리치 플라자 (Matthaikirche plaz)의 오픈스페이스를 중

심으로 도시의 파노라마 이미지의 중경을 형성하고 이는

관찰자에게 시각적 깊이를 제공한다.

3.3.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현대 문학 미술관(Museum

of Modern Literature)

현대 문학 미술관(Museum of Modern Literature)

건물은 6개의 전시공간이 부분적으로 지하에 위치해

있고 파빌리온 같이 오픈된 입구는 마바흐(Marbach)

10) Mark Jarzombeck, “Mies’ New National Gallery and the Problem

of Context,” in Assemblage 2, 1987,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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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닉(Scenic)공원의 언덕 위에 위치해 있다. 건물에

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입구와 홀은11) 주변 도시

경관을 관찰 할 수 있다.

(1) 관찰 장소

현대 문학 미술관 건물은 넥터 강 계곡(Neckar River

valley)의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높은 곳

에 위치하고 있고 입구와 홀 공간이 다른 건물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전시 공간 내부에서 국립 쉴러 미술

관(the National Schiller Museum)과 주변의 도시 경관

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는 파노라마 이미지를 관찰 할

수 있는 관찰 장소(stage)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9> The Modern Literature

Museum의 단면

출처: Loeb Library, Harvard Design School, Museum of Modern Literature,

Marbach am Neckar, Germany, 2005

(2) 시점

현대 문학 미술관 건물은 내부 전시 공간 주위로 외부의

복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주위를 일렬로 배치된 콘크리

트 기둥이 4면을 감싸고 있다. 이 건물의 두 겹의 기둥은

빌딩 안에서 관찰되는 파노라마 이미지의 시각적 원근감을

제공해주고 소실점을 위한 시각적 깊이를 제공한다.

(3) 전경 / 중경 / 배경

건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두 겹의 기둥들은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전경의 시각적 프레임을 형성하고 기존에 지어

진 국립 쉴러 미술관이 파노라마 이미지의 배경으로 시각

적 기준 역할을 한다. 미술관 사이의 오픈스페이스는 파노

라마 이미지의 중경을 형성하고 입구로 진입하는 복도에

일렬로 배치된 기둥은 중경의 투시도적 깊이를 제공한다.

3.4.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포크방 미술관(Museum

Folkwang)

포크방 미술관(Folkwang Museum) 은 기존에 지어진 건

물 부분과 새로 지어진 건물 부분으로 건물 형태가 나누어져

있고 이 사이를 오픈스페이스인 4개의 중정이 위치하고 있

다.12) 포크방 미술관은 나머지 3개 프로젝트와 다르게 관찰

장소가 4개의 중정 부분인 작은 공간으로 여러 개 존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3개 프로젝트는 관찰 장소가 중앙에

11) http://www.concrete.net.au/CplusA/issue9/, p.22

12) David Chipperfield, Marquez Cecilia Fernando, Levene Richard C,

El Croquis 150; David Chipperfield 1991-2006, Madrid: El

Croquis, 2006, p210

하나지만 포크방 미술관은 내부의 여러 개의 중정을 통해 관

찰 장소가 작게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특징이 있어 사례

범위에 포함을 시켰다. 이 중정은 건물 내부에서 관찰 되는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시각적 깊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 관찰 장소

데이비드 치퍼필드에 의해 재건축 된 미술관은 여러

건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건물의 내부 공간은 파노

라마 이미지를 관찰하기 위한 관찰 장소의 기능을 하고

있다. 여러 공간에 소규모로 나누어진 관찰 장소에서는

건물 사이에 위치한 중정과 함께 기존에 지어진 건물과

도시환경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10> Museum Folkwang의 단면

출처: David Chipperfield, Marquez Cecilia Fernando, Levene Richard C,El Croquis;

David Chipperfield 1991-2006, Madrid: El Croquis, c2006, p212

(2) 시점

포크방 미술관의 파노라마 이미지는 중정을 관찰 할

수 있는 관찰 장소가 건물 내부에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 건물 사이에 배치된 4개의 중정은 건물 내부 관찰

장소에서 관찰되는 파노라마 이미지에 시각적 깊이를 형

성하고 여러 시점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전경 / 중경 / 배경

포크방 미술관 내부의 실내 공간 안에서 관찰되는 파노라

마 이미지는 재건축 이전의 미술관 건물과 도시의 경관을

파노라마 이미지의 배경으로 하여 시각적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건물 사이에 위치한 중정과 이를 둘러싼 일렬의 직사

각형 유리프레임은 파노라마 이미지의 중경을 형성하여 관

찰자가 인지하는 이미지의 시각적 깊이를 형성하고 있다.

3.5. 소결

4개 프로젝트 모두 파노라마의 공간적 요소에서 보이는 특

징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를 보이는 것을 살펴 볼 수 있

다. 알테스 미술관, 베를린 국립 갤러리, 그리고 현대 문학 미

술관 건물에서는 파노라마 이미지를 관찰 할 수 있는 관찰

장소가 지면에서 상승된 수평면으로 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

었다. 포크방 미술관의 경우는 여러 개의 건물 내부에 관찰

장소가 나누어 져서 형성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관찰 장소를

통해 바라본 파노라마 이미지에서의 공통적인 요소는 기존

도시 맥락과 새로 지어진 건물 사이의 오픈 스페이스이다.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시점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기

존의 도시 요소나 빌딩 요소에 의해 형성이 되며 투시도의

시각적 깊이를 제공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알테스 미

술관 건물 에서는 관찰 장소 내부 벽의 모듈화 된 장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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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공원의 일렬로 배치된 나무, 베를린 국립 갤러리 건

물 에서는 실내의 바닥과 천정의 마감패턴, 현대 문학 미

술관 건물 에서는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진입로와 건

물을 둘러싼 두 겹의 기둥, 그리고 포크방 미술관에서는

내부 중정이 시각적 소실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시각적 기준점이 되는 배경은 도시 경관과 기존에 지

어진 상징적인 건물들을 통해 형성이 된다. 알테스 미술

관의 베를린 돔 건물, 베를린 국립 갤러리의 샤룬 필하

모닉 건물, 현대 문학 미술관의 국립 쉴러 미술관 건물,

그리고 포크방 미술관에서는 기존에 지어진 미술관 건물

이 파노라마 이미지의 배경으로 상징적인 건물의 역할을

한다. 관찰 장소에서 인식된 오픈 스페이스는 파노라마

이미지의 중경을 형성한다. 알테스 미술관, 베를린 국립

갤러리, 그리고 현대 문학 미술관 건물에서는 위에 언급

된 배경의 상징적인 건물 사이 공간인 오픈스페이스가

파노라마 이미지의 중경을 형성한다. 포크방 미술관에서

는 건물 내부의 중정이 중경을 형성한다. 전경은 건물의

구성요소인 벽, 바닥 천정의 일부에서 관찰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찰 장소에서 관찰 된 오픈 스페이스는 파

노라마 이미지에서 중경에 해당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배

치된 도시 요소에 의해 시각적 깊이를 제공한다. 파노라

마의 공간적 요소(관찰 장소, 시점, 전경/중경/배경)를 통

해 시각적 확장과 깊이를 인지하고 공간배치와 오픈 스

페이스의 크기와 위치를 관찰 할 수 있다.

4. 도시 환경과 건물 재생을 위한 파노라마

4.1. 칼 프레드릭 싱켈의 알테스 미술관(Altes Museum)

1823년 칼 프레드릭 싱켈에 의해 알테스 미술관이 설

계되었고 그 주변 공원과 베를린 돔이 재개발 되었다. 이

지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술관은 심하게 훼손되었고

행랑과 중앙 입구가 심하게 파괴 되어서 1982년에 빌딩

과 주변 베를리너 루스트 가르텐 공원이 재생되었다.

(1) 도시 환경 회복을 위한 파노라마 이미지

1823년 싱켈은 파편화된 빌딩과 도시의 이미지를 연결

시키기 위해 기존의 도시와는 다른 도시 형성의 기준을

제안 하였다. ‘파노라마를 통한 시각적 인지’라는 아이디

어를 도입해 빌딩이 도시에서 시각적으로 하나의 연결된

구조로 인식이 될 수 있게 제안을 하였고13) 그는 파노라

마 이미지에서 보이는 시각적 확장과 깊이를 이용해 건물

의 복구와 주변 공원의 빈 공간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기

준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알테스 미술관과 베를리너 루스

트 가르텐 공원을 통해 그 제안을 실현하였다.

또한, 세계 2차 대전 이후 파괴된 알테스 미술관과 그

주변 환경의 복구를 위해 싱켈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다시

13) Friz, op. cit., p.18

차용해 폐허화 된 도시를 재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14)

따라서,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관찰 되는 시각적 확장과

깊이를 이용해 기존 빌딩과 고려하고, 알테스 미술관과

그 앞의 빈 공간의 위치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건축 공간 배치를 위한 파노라마 이미지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관찰되는 중경을 구성하기 위해

공원의 나무를 일렬로 배치해 시각적 깊이를 제공하였

다. 이는 알테스 미술관 2층의 관찰 장소에서 도시를 바

라보았을 때 시각적 시점을 생성하였다. 중앙의 빈 공간

과 기존에 존재 한 궁정을 두고 반대편 끝에 알테스 미

술관을 위치 시켰다. 이 계획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무너

진 알테스 미술관과 폐허가 된 공원을 싱켈이 계획 했던

대로 복원을 하였다.

<그림 11> Altes Museum의 배치도

출처: Forster, Kurt W., Schinkel’s Panoramic Planning of Central Berlin, in Modulus

16, University of Virginia, 1983, p.68

(3) 파노라마 이미지를 위한 디테일

알테스 미술관에서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관찰 되는 시

야를 제공하기 위해 벽과 천정의 장식을 배제하고 최소한

의 구조만을 남기고 건물을 계획하였다. 또한, 이를 관찰

할 수 있는 관찰 장소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외부로

열어놓아15) 넓고 확장된 시야를 제공하려 노력하였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빌딩은 싱켈의 계획대로 복원이

되었고 알테스 미술관 앞의 공원에 일렬로 배치된 나무

를 심어 복원된 빌딩과의 시각적 연계를 하려 하였다.

<그림 12> 파노라마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는 Altes

Museum의 2층 관찰 무대

출처: Forster, Kurt W., Schinkel’s Panoramic Planning of Central Berlin, in Modulus

16, University of Virginia, 1983, p.64

4.2. 미스 반데로에의 베를린 국립 갤러리(Berlin

National gallery)

(1) 도시 환경 회복을 위한 파노라마 이미지

14) Stan Allen, op. cit., p.76

15) Forster, op. cit.,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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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반데로에는 베를린 국립 갤러리를 계획하였고 이를

통해, 2차 대전 후에 파편화된 샤룬 필하모닉(Scharoun

Phillharmnic)건물과 전쟁으로 파편화된 주변 환경을 재

생하였고 그 사이의 오픈 스페이스를 연결을 통한 시각

적 확장과 깊이를 고려하여 베를린 국립 갤러리의 위치

를 선정하기 위해서 파노라마 이미지를 공간적 특징을

적용하여 주변 지역의 재생과 건물의 설계에 이용하였다.

(2) 건축 공간 배치를 위한 파노라마 이미지

전후 복구 과정에서 도시 계획적으로 기존의 필하모닉

빌딩과 베를린 국립 갤러리 사이의 오픈 스페이스를 위

치 시켜 통해 시각적 확장을 제공하였다. 베를린 국립

갤러리의 위치는 샤룬 필하모닉 건물과 전쟁의 폐허가

된 건물들 사이에서 중간의 오픈 스페이스를 사이에 두

고 건물의 면을 남겨진 건물들과 마주한 부분에 위치 시

켰다. 베를린 국립 갤러리의 내부에서 주변의 도시 건물

을 관찰 할 수 있다.16) 빌딩의 동남쪽 코너를 기존의 대

지선과 일치하게 배치를 하고 이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베를린 국립 갤러리의 크기를 결정하였다.17)

<그림 13> Berlin National

Gallery의 배치도
출처: Jarzombeck, Mark, “Mies’

New National Gallery and the

Problem of Context,” in

Assemblage 2, 1987, p.37

<그림 14> Berlin National
Gallery

출처: Loeb Library, Harvard

Design School, New National

Gallery, Berlin, Germany, 1968

(3) 파노라마 이미지를 위한 디테일

중경의 빈 공간을 인지하고 베를린 국립 갤러리 내부에

서부터 시각적으로 개방된 파노라마 이미지를 위하여 1층

내부를 비웠다. 서비스 공간을 모두 지하로 배치하였다.18)

<그림 15> Berlin National

Gallery 1층 평면도
출처: Loeb Library, Harvard

Design School, New National

Gallery, Berlin, Germany, 1968

<그림 16> Berlin National

Gallery 지하층 평면도
출처: Loeb Library, Harvard

Design School, New National

Gallery, Berlin, Germany, 1968

기둥을 빌딩 외부에 위치 시켰으며 시각적 확장을 위

16) Jarzombek, op. cit., p.36

17) Ibid., p.37

18) Ibid., p.40

하여 기둥과 천정이 만나는 부분의 디테일도 고려를 하

였다. 5천 톤의 철 프레임의 천정을 지지하는 8개의 큰

기둥의 끝부분은 유리보다 약간 더 두꺼운 몇 인치 정도

되는 철제 디테일을 고안 하였다.19) 이는 실내의 파노라

마 관찰 장소에서 외부를 바라보았을 때, 기둥과 천정이

분리된 듯한 시각적 확장을 주고 있다.

<그림 17> Berlin National Gallery의 내부

이미지
출처: G. Wachter, Mies van der Rohe, C. Peter, Mies

van der Rohes Neue Nationalgalerie in Berlin;

translated by Peter Craven.

Berlin:Vice versa,1995, p.26

<그림 18> 기둥

디테일
출처: Loeb Library,

Harvard Design School,

New National Gallery,

1968

4.3.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Museum of modern

literature

1903년에 프레드릭 쉴러(Friedrich Schiller)의 제자들이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교외의 언덕 위에 국립 쉴러

미술관을 지었다. 수년이 지난 후, 미술관은 국가 기관으

로 바뀌었고 도서관과 행정건물이 생기게 되었다. 데이비

드 치퍼필드는 이 대지 안에 현대 문학 미술관를 지었다.

(1) 도시 환경 회복을 위한 파노라마 이미지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먼저 지어진 국립 쉴러 미술관과

다른 도서관과 행정관 건물들 사이에서 현대 문학 미술

관의 위치선정과 건물들 사이의 빈 공간의 크기를 조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건축 공간 배치를 위한 파노라마 이미지

지면보다 높은 언덕위에 위치한 건물의 내부에서 파노라

마 이미지를 관찰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립 쉴러 미술관

과 도서관 건물 사이에 현대 문학 미술관를 위치 시켰다.

<그림 19> Museum for Modern

Literature 배치도

출처: Loeb Library, Harvard Design School, Museum of Modern Literature,

Marbach am Neckar, Germany, 2005

(3) 파노라마 이미지를 위한 디테일

건물 밖으로 연장된 지붕(북쪽으로 2m, 남쪽으로 6m,

19) Ibid.,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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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으로 8m 서쪽으로 3m)과 이를 2m 간격으로 둘러싼

두 겹의 일렬로 나열된 기둥은 미술관의 입구와 홀로 이

루어진 부분의 4면을 감싸고 있고 두 겹의 기둥이 형성

하는 시각적인 레이어를 통해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중경

의 시각적 깊이를 형성한다.

<그림 20> Museum for

Modern Literature 1층 평면도
출처: Loeb Library, Harvard

Design School, Museum of

Modern Literature, Marbach am

Neckar, Germany, 2005

<그림 21> Museum for modern

literature 실내이미지
출처:

http://subtilitas.tumblr.com/post/1270170

236/david-chipperfield-looking-out-of-t

he-museum

4.4.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포크방 미술관(Folkwang

Museum)

독인 에센(Essen)에 위치한 포크방 미술관은 1922년에 처

음 설립되었고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 기존 건물의 일부분

이 훼손이 되었고, 1983년 일부 복구가 되었다. 그리고, 데이

비드 치퍼필드에 의해 2007년에 재건축 되었다.

(1) 도시 환경 회복을 위한 파노라마 이미지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건물 재건을 위해 훼손된 건물의 복

구와 건물의 중정을 배치 방식을 이용하여 새로 지어지는

부분의 공간배치와 중정의 위치설계를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축 공간 배치를 위한 파노라마 이미지

기존의 포크방 미술관 건물은 건물 단지의 남서쪽 부

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건물 의 나

머지 부분을 설계하였다. 그는 기존 빌딩에서 발견한 건

물 사이에 중정을 넣는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건물 내부에서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관찰 되는 공간의

확장 효과를 적용하였다. 중정을 통해 파노라마 이미지에

서 배경을 이루는 기존 건물과 도시이미지를 새로 지어

진 건물 내부에서 쉽게 관찰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20)

<그림 22> Folkwang Museum의 평면

출처: David Chipperfield, Marquez Cecilia Fernando, Levene Richard C, El Croquis;
David Chipperfield 1991-2006, Madrid: El Croquis, 2006, p.214

20) David Chipperfield, Marquez Cecilia Fernando, Levene Richard C,

op. cit., p.210

포크방 미술관 내부에서 관찰되는 파노라마 이미지에

서 중경의 시각적 깊이는 건물과 중정의 배치에 의해 생

성되었다. 여러 개 중정의 배치를 통해 파노라마 이미지

의 다 시점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파빌리온

같은 여러 개의 건물을 중정과 같이 배열을 하였고, 기

존의 건물과 크기, 외장재료 등을 조화롭게 하였다.21)

<그림 23> Folkwang Museum
출처: Loeb Library, Harvard Design

School, Folkwang Museum, Essen,

Germany, 2007

<그림 24> Folkwang Museum
출처: Loeb Library, Harvard Design

School, Folkwang Museum, Essen,

Germany, 2007

(3) 파노라마 이미지를 위한 디테일

실내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시각적 깊이를 형성하는 중

정을 전면 유리로 하여 시각적인 개방감을 확보하였고,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유리프레임은 시각적 깊이를 더

해주고 있다. 또한 유리 프레임의 간격과 동일하게 바닥

과 천정 재질의 간격을 맞추어 입면에서 보이는 일정한

간격의 그리드가 바닥과 천정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파노라마 이미지의 중경에서 시각적 깊이

를 형성하고 있었다. 천정의 조명도 일렬로 배치를 하여

이를 위해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5> Folkwang Museum
출처: Loeb Library, Harvard Design

School, Folkwang Museum, Essen,

Germany, 2007

<그림 26> Folkwang Museum의

실내 이미지
출처:

http://www.ardex.de/com/site/de/projektbei

spiele/projektbeispiele_nach_objektkategor

ie/museenfreizeiteinrichtungen/reference/fo

lkwang-museum.htm

4.5. 소결

위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건축가들은 도시 환경의 회복

을 위한 과정에서 관찰자가 도시를 인지하기 위해 파노

라마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파노라마의 시각적 확장과 깊

이를 공간의 배치와 빈 공간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으

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21) Ibid.,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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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스 미술관

(Altes Museum)

베를린 국립 갤러리

(Berlin National Gallery)

현대 문학 미술관

(Museum of Modern Literature)

폴크방 미술관

(Museum Folkwang)

건물의 신축과

리모델링

신축:1823

도시환경 재생:1982

신축: -

도시환경 재생: 1968

신축: 1903

도시환경 재생: 2006

신축: 1922

재생: 1983/2007

건축공간

에서

표현된

파노라마

적 장치

파노라마

이미지

관찰을

위한 무대

알테스 미술관의 2층의 원형 돔 지면에서 2m 정도 올려진 1층 바닥면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입구와 홀 공간

여러 공간에 소규모로 나누어진 건물

내부의 관찰 장소

파노라마

이미지의

시점

원형 돔 내부 벽의 사각형 모듈화

된 장식과 일렬로 배치된 공원의

나무와 운터덴린덴 다리

전시 공간 내부의 모듈화 된 바닥

패턴과 천정 패턴이 형성하는

그리드

건물의 4면을 감싸고 두 겹의 기둥 건물 사이에 배치된 4개의 중정

전경/

중경/

배경

1. 전경: 원형 돔 앞에 위치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 된 기둥

2. 중경: 러스트 가르텐 공원에

일렬로 배열된 공원의 나무

3. 배경: 베를린 도시와 함께 맞은

편의 궁정 건물과 베를린 돔

1. 전경: 정면에 보이는 실외의

8개의 기둥

2. 중경: 1층 바닥면과 주변 가로를

따라 나란히 배열된 나무와 오픈

스페이스

3. 배경: 베를린 도시와 샤룬

필하모닉 건물

1. 전경: 시각적 프레임을 형성하는

건물 주위를 둘러싼 두 겹의 기둥

2. 중경: 미술관 사이의

오픈스페이스와 입구로 진입하는

복도에 일렬로 배치된 기둥

3. 배경: 베를린도시와 기존에

국립 실러 미술관

1. 전경: -

2. 중경: 건물 사이에 위치한 중정과

이를 둘러싼 일렬의 직사각형

유리프레임

3. 배경: 베를린 도시와 재건축

이전의 미술관 건물

단면

도시

환경과

건축배치

를 위한

파노라마

건축적

목적

미술관 설계와 그 주변 공간의

복구과정에서 건물과 그 앞의 빈

공간의 위치 선정

파편화된 건물 사이의 빈 공간과

갤러리의 위치 선정

미술관의 위치선정과 건물들

사이의 빈 공간의 크기 조절

훼손된 건물의 복구와 건물의

중정을 배치 방식을 이용하여 새로

지어지는 부분의 공간배치와 중정의

크기와 위치 선정

평면 배치

건축 공간

배치

1. 공원의 나무를 일렬 배치

2. 중앙의 빈 공간과 기존에 존재 한

궁정을 두고 반대편 끝에 미술관

을 위치

1. 건물의 면이 기존 건물과 마주

한 부분에 위치

2. 빌딩의 동남쪽 코너를 기존의 대

지선과 일치하게 배치하고 이에

따라 건물 크기 조절

1. 도서관과 행정관 건물들 사이에

서 미술관의 위치선정

1. 기존 건물에서 발견한 건물 사이

에 중정을 넣는 효과를 그대로 받

아들임

2. 여러 개 중정의 배치를 통해 파노

라마 이미지의 다 시점이 생성

파노라마

이미지

디테일

1. 벽과 천정의 장식을 배제, 최소한

의 구조만을 남김

2. 관찰 장소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

단을 외부로 열어놓음

1. 서비스 공간을 지하로 배치, 1층

내부를 비움

2. 기둥과 천정이만나는 부분의 디테일

3. 바닥, 천정 그리드

1. 건물 밖으로 연장된 지붕(북쪽

2m, 남쪽 6m, 동쪽 8m 서쪽

3m)과 이2m 간격으로 둘러싼

두 겹의 일렬로 나열된 기둥

1. 중정을 전면 유리로 하여 시각적

인 개방감을 확보

2. 일정 간격의 유리 프레임과 이와 동

일한 간격의 바닥과 천정의 그리드

<표 3> 파노라마 이미지와 도시환경과 건물 재생과의 관계

먼저, 파노라마의 시각적 확장과 깊이는 훼손된 도시

환경 또는 건물과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위치를 선정하

고 두 건물 사이의 빈 공간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위의 목적에 따른 공간적 배치 방법을 살펴보면, 알테스

미술관, 베를린 국립 갤러리, 그리고 현대 문학 미술관의

프로젝트의 경우에서는 새로운 건물의 위치를 정하기 위

해 주변의 주목할 만한 건물을 파노라마 이미지의 배경으

로 규정을 하여 시각적인 기준으로 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 지어지는 건물 내부에서 바라 본 도

시 환경 파노라마 이미지의 배경에 주변 건물을 인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위치시킨 것을 알 수 있다.

포크방 미술관 건물에서는 먼저 지어진 미술관이 파노

라마 이미지의 배경이 되었고, 건물 내부의 파노라마 이미

지를 위해 중정의 위치를 이에 따라 고려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건물의 디테일을 살펴보면, 알

테스 미술관에서는 확장된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 지면보

다 높은 관찰 장소(stage)에서 도시 환경을 관찰 할 수

있게 최소한의 구조만을 남겼고, 베를린 국립 갤러리, 현

대 문학 미술관, 그리고 포크방 미술관 에서는 외벽을

유리로 사용하거나 개방을 하였다. 또는, 베를린 국립 갤

러리과 포크방 미술관에서는 시각적 깊이를 위해 바닥과

천정의 그리드를 일정하게 배열 하거나, 구조체인 기둥

을 일정 간격으로 배열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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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파노라마 이미지의 시각적 인지 방법이 도

시 환경의 회복 또는 건물의 재생 과정에서 건물의 배치

와 크기 그리고 빈 공간의 위치를 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파노

라마 이미지와 이를 관찰하기 위한 공간적 장치가 된 건

물을 분석하였고, 파노라마 이미지와 도시 환경의 회복

과 건물의 재생 과정의 관계, 이에 따른 공간 배치는 어

떻게 달라지며 건물의 디테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한 4개의 사례의 건축 프로젝트에서는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공간을 인지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를 각각

의 방법으로 건물에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

찰자가 도시 파노라마 이미지를 관찰 할 수 있는 지면보

다 높은 곳에 위치한 관찰 장소(stage), 도시 환경적 요

소나 건물 요소에 의해 형성되어 관찰자에게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시각적 깊이를 제공하는 시각적 소실점

(viewpoint), 그리고 이를 통해 전체 도시 환경의 이미지

와 공간의 인지를 위한 관찰된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보

이는 원경/중경/배경(foreground/ middle ground/ background)

을 통해 관찰자에게 공간의 시각적 깊이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정보들을 통해 건축가들은 훼손된 도시환경 또는

건물의 재생 과정에서 새로운 건물의 공간적 위치와 크

기를 규정하는 시각적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도시 환경 재생을 위한 건축적 목적, 건축적

공간배치, 그리고 디테일이 도시 재생을 위한 파노라마

이미지를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4개의 프로젝트 모두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파노라마(panoramic view)’ 를 활용하였다.

대지 주변의 상징적인 건물이 파노라마 이미지의 배경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관찰자가 도시의 배경을 인지하기

위한 건물의 위치를 계산 하였다. 또한, 배경 건물과 새

로 지어지는 건물 사이에 오픈 스페이스를 설정을 하여

두 대상 사이 거리에 대한 깊이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를 위해 공간의 구성요소인 바닥, 천정, 그리고 기둥의

일렬 배치나 유리 재료를 통한 시각적 개방감, 기둥 디

테일을 통한 시각적 확장감을 제공하여 배경 건물과 새

로 지어지는 건물 사이의 빈 공간의 크기와 위치를 설정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도시의 시각적 경험은 도시를 설계하는데 뿐만 아

니라 도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역사적인 배경과 오픈 스페이스는 파노라마 이미

지를 통해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

이 된다. 좋은 경관과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찰자가 어떤

식으로 도시를 인지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도

시 베를린에 있는 4개의 건축 프로젝트는 파노라마의 시

각적인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가치 있는 도시 아이덴티

티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하지만 사례분석의 연구 특성상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하지 못한 점이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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