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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initiated by the fact that modern architecture caused the loss of placeness by seeing place with

wrong interpretation and method and provided people with a phenonenon of separation between the depth of

experience and honesty. As a solution for such problems, this study intended to suggest a direction through an

analysis on the works of Geoffrey Bawa who was recognized as 'a genius of place' and the investigation on the

place characteristics of his representative work 'Lunuganga'. Its process wa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Sri Lanka, which was the background of his architectures, to see its impact on his

life and architecture. Second, based on his representative works of each period and the contents that he mentioned

in literatur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ppearing in his architectures were identified. Third, through an analysis on

the work, Lunuganga, the place characteristics appearing in his architectures were investigated. Through such

process, it could be recognized that Geoffrey Bawa's architectures reveal the place characteristics as nature, place

characteristic as journey and stay, and place characteristic as sense. In this study, it could be verified that place

was integrated and applied to Geoffrey Bawa's architectures through the above characteristics and the spaceness

was manifested. Through this, this study intended to suggest an orientation for the abov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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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페터 춤토르(Peter Zumthor)는 그의 책 「건축을 생각

하다(Thinking Architecture)」에서 ‘마음을 다해 보고

사랑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올바른 수치와 균형을 찾고

경관이 건물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경관 속에

자리할 건물의 모습을 끊임없이 상상한다.’1)라고 말하며

장소와 건축이 갖는 관계의 중요성에 관해 언급하고 있

다. 이처럼 여러 건축가들이 ‘장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

고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현대건

축은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말하고자 했

던 실존과 장소, 인간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는 주거

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건축으로부터 더욱 멀어져 왔다.

근대건축 이후 눈에 띄고 기억에 남을 이미지에 집중하

는 시각적 편향 위주의 건축이 더욱 위세를 떨쳐 왔으

며, 경험적 깊이와 정직성이 분리되어 이미지 대량생산

품으로 전락되어 온 건축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어

렵지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 현대건축은 장소를 단순한

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공간과 장소를 이분법적으

로 구분하여 대상화하는 등, 장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식론적 또는 방법론적 오류를 범함으로써 ‘장소성 상

실’을 야기해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미 서양

과 동남아시아에서는 ‘장소의 천재’로 평가받고 존경받아

온 스리랑카(Sri Lanka)의 지역주의 건축가인 제프리 바

와(Geoffrey Bawa, 1919-2003)2)를 통해 장소성의 의미

1) 페터 춤토르, 건축을 생각하다, 장택수 외 역, 나무생각, 2013, p.98

2) David robson, BAWA-geoffrey bawa:complete works, Th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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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건축에서의 장소성 발현과정

를 재고해 보고자 한다. 특히 그의 건축의 정수가 담겨

져 있다고 평가받는 ‘루누강가(Lunuganga)’3)를 중심으로

제프리 바와 특유의 장소적 특성을 고찰하고 분석해봄으

로써 현대건축의 ‘장소성 상실’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법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장소는 특정 위치에서 발전되었거나 발전하고 있는 자

연과 문화의 복합체이자 단순히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4) 장소는 통합되고 의미 있는 현상을 가진 모든

것들에 위치가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장소

는 지리적, 물리적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관계

를 맺으며 역사·문화적 의미를 함께 내포하는 개념이다.

미국의 철학자 수잔 랭거(Susanne Langer)는 ‘건축은 장

소의 특성을 시각화한다’5)라고 하였다. 이는 건축에서 장

소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한편, 장소를 재해석하여 건축

에 반영하고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축가 역할의

중요성을 함께 시사하고 있다.

또한 노베르그 슐츠(C. N. Schulz)는 ‘인간’과 ‘공간’,

그리고 ‘환경’ 사이의 관계가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장소

성이 발현될 때에야 비로소, 건축은 인간을 위한 환경으

로서 정주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6)

슐츠의 연구에 따르면 환경은 장소를 포함하는 개념이어

야 하며, (건축)공간은 장소를 재해석한 특성이 담겨 있

어야 한다. 즉, 장소성은 인간과 장소와 건축공간이 융합

된 개념이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인 체험을 드러

내는 주요한 실존적 개념이다.

흔히 제프리 바와를 ‘장소의 천재’라고 표현하지만 그의

건축은 어떠한 이론적 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

니다. 제프리 바와의 건축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어진 요

소들이 직관을 통해 건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와 참고문헌을 중심

으로 정리된 장소개념을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전개

로 제프리 바와 건축의 장소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제프리 바와 건축의 장소적 배경이 되는

스리랑카의 지리적, 역사·문화적, 전통 건축적 특징을 충분히

고찰해봄으로써 스리랑카의 장소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Hudson Ltd, London, 2002, p.12 - 말레이시아 건축가 켄 양(Ken

Yeang)은 ‘그는 우리의 첫 번째 영웅이자 스승이다’라고 하였다.

3) ‘루누강가’는 제프리 바와의 50여 년간의 건축적 실험이 담겨 있는

그의 집이자 작업실이다.

4) 남정훈 외, 현대건축에 있어서 장소성 표현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 계획계 제20권 제2호, 2000,

p.530

5) 이옥정, 랜드스케이프 건축적 측면에서 본 장소성 표현 양상에 관

한 연구 : 동대문월드디자인파크 & 컴플렉스 국제현상설계를 중심

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2009, p.1

6) 박형진·김문덕, 실존적 개념의 장소성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제15권 3호, 통권 제56호, 2006, p.93

3장에서는 제프리 바와의 건축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대표작품을 통해 스리랑카의 장소적 특성이

그의 건축에서 구현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그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평생의 삶을 지내

온 그의 집이자 작업실이며 그의 건축적 실험과 경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평가받는 ‘루누강가’를 분석할 것

이다. 앞서 슐츠의 이론을 통해 밝힌 것처럼 장소성은 인

간과 건축공간, 장소 사이의 관계에서 규명되어야하는 개

념이다. 따라서 ‘루누강가’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특성을 장

소, 건축공간, 인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장소-건축공간’,

‘건축공간-건축공간’, ‘건축공간-인간’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프리 바와의 건축이 장소를

담고, 장소와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써 어떻게 작용

하며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자 한다. 분석방법은 3장에서 확인된 그의 건축특성 내용

을 바탕으로 ‘루누강가’에서 그의 건축특성이 어떻게 반영

되어 장소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정리, 확인함으로

써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스리랑카의 장소적 특성과 건축 특성

2.1. 스리랑카의 장소적 특성

(1) 지리적 특성

스리랑카는 남부 아시아 인도의 남쪽 인도양에 있는 섬

나라이다. 스리랑카는 남북 353㎞, 동북 183㎞에 이르는 약

65,610㎢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의 약 1/3 크기의

국가로써 크게 중남부 산악지대와 기타 해안지대로 구분된

다. 이에 남부와 서부는 급경사를 이루며, 동부와 북부는

대체로 완만한 평지를 이루고 있다. 평야지대는 주로 해안

을 따라 펼쳐지며 북부지역에는 광대한 평야가 있다.7)

스리랑카는 적도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연평균기온

이 27∼28℃에 이르는 고온다습의 열대성 나타나며 사계절

이 구분이 없고 강설이 없다. 대부분 지역의 상대습도가 매

우 높으나 비교적 온화한 편이며, 지역에 따른 연간기온의

변화도 작다. 5∼9월에는 남서 몬순이 불고, 11∼3월에는

북동 몬순이 부는데, 전자는 남서부에 다량의 비를 내리게

하여 농작물의 성장을 도우며 다양한 식생을 만들어낸다.8)

7) 외교부, 스리랑카개황, 2013.8,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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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할

라

문

명

시

대

고

대

건

축

발전건축양식 건축특성 이미지

아누라

다푸라

다고바(dagoba)9)

불교사원

저수지, 관개시설

왕궁과 정원

싱할라족과 문명을 대변

하며 불교 문화와 승려를

위한 시설이 주를 이룬다.

시기

리야

거대 바위 왕궁

계단식 정원

저수지, 관개시설

성벽 등

방어시설

카사파 1세(Kassapa I,

477-495)의 치세 동안 스

리랑카의 문명을 보여 주

는 유일한 예로 거대바위

정상에는 요새화된 성과

바위아래 계단식 정원이

배치되어 있다.

폴로

나루와

전원도시

공원과 정원

불교사원

힌두사원

거대 저수지

관개시설

불교와 싱할레족의 역사

의 성지. 번영의 도시였으

나 인도 힌두부족 촐라의

정복을 받아 힌두문화와

불교문화가 섞이는 계기

가 마련된 곳이다.

문화적 단절 - 근대건축의 상실

식

민

지

시

대

건

축

발전건축양식 건축특성 이미지

포르투갈

포트, 방벽 등의

방어시설

임시 거처

점령지역을 방어하기 위

한 방어시설 위주의 건축

물 건조. 임시거처에서는

의식적 중정과 베란다의

특성이 나타남.

네덜란드

군사시설

바로크양식의

교회건축

상업시설

식민지 시기의 전성기시

대로 스리랑카의 자연재

료사용, 스리랑카의 현지

치수개념의 이용

영국
영국식 방갈로

기념탑

기존의 건물을 수리 보수

하여 사용. 이시기의 특정

건축물로는 영국식 방갈

로로서 넓은 정원의 중심

에 위치한 별장식 주거형

태이다.

문화적, 건축적 정체성의 불분명함

(2) 역사·문화적 특성

스리랑카 주민의 70%를 차지하는 싱할라족(Sinhalese)

은 B.C. 6세기경에 인도 북부로부터 건너와 토착원주민

인 베다족(Vedda)을 정복하고 왕국을 이룩하였다. 그들은

인도 남부 타밀족(Tamil)의 침략을 받아 차차 그 세력이

밀리게 되었고, 타밀족은 싱할라 왕조의 내분과 혼란을

틈타 섬의 북부에 따로 왕국을 수립하였다. 싱할라족의

왕조는 B.C. 3세기에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를 수용, 보호

하였으며 남방 상좌부 불교의 정통파로서 ‘실론(Cylon)10)

불교’의 전통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불교를 기반으로 하

는 싱할라족과 힌두교를 기반으로 하는 타밀족은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유지하며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11)

스리랑카의 근대역사는 그야말로, 다른 문화와의 섞이

고 섞이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주

요 거점에 위치한 스리랑카는 16세기부터 유럽 열강의

침입이 시작되어 1505년 포르투갈인들이 해안지역의 일

부를 점령하면서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였다. 스리랑카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440년간 식민통치

를 경험12)하였으며 이는 다종족, 다종교 문화와 맞물려

전통 문화의 약화, 서구 문화와 전통의 혼재 등의 문제

를 야기하는 등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 왔다.13)

2.2. 스리랑카의 건축 특성

(1) 고대 건축( B.C. 6c - A.C. 1504 )

2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스리랑카는 일찍부터 인도 힌두

사상 및 원시불교의 영향을 받아 벽화, 조각 및 건축물에 각

종 흔적이 남아있다. 스리랑카는 상좌부 불교의 발상지로서,

그 신앙과 함께 스리랑카풍의 불교 건축이 동남아시아 각 지

역에 전해졌을 정도로 독자적인 종교건축을 이루어냈다.

스리랑카는 기원전 380년경에 세워진 첫 왕조도시 아누

라다푸라(Anuradhapura)를 시작으로 시기리야(Sigiriya), 폴

로나루와(Polonnaruwa) 등의 고대도시가 존재하고 있다. 이

고대도시들은 불교의 발전과 함께한 역사의 산물로,

8) Ibid., p.3

9) 광범위한 의미에서 스리랑카의 다고바(스투파), 미얀마의 파야, 태

국의 푸라 제디 등을 가리켜 파고다라고 불리며 유럽인이 동양

의 높은 탑상의 종교건조물을 보고 그것을 가리켜서 부른 말로

원어는 정확하지 않다. 아누라다푸라는 다고바의 도시라고 할만

큼 많은 다고바가 남겨져 있다.

10) 스리랑카의 옛말

11) 외교부, op. cit., pp.3-8 스리랑카의 전 인구는 2012년 기준으로 2,033만명

으로 싱할라족 74%, 타밀족 18%(타밀족은 스리랑카 타밀족 13%와 인

도계 타밀족 5%으로 대별됨), 무어족(Moor) 및 버거(Burger) 등 기타

8%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 또한 불교 69%, 힌두교 15%, 기독교 및

무슬림 8% 등 다종교 국가를 이루고 있다.

12) Ibid., pp.4-5

13) Ibid., pp.9-13 1971년 스리랑카 헌법이 개정되면서, 싱할라어를 국

어로, 불교를 국교로 지정하자 JVP(극좌 민족해방전선), LTTE(타

밀엘람 해방호랑이) 등 타밀족을 중심으로 한 분쟁이 시작되고, 최

근 2009년 LTTE와의 내전이 종식 되기 전까지 테러, 대통령 암

살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

지리적 특성

동·서양이 만나는 지리적 요충지

전형적 열대기후 - 건기와 우기의 확실한 구분

천연의 산림지

역사·문화적

특성

침략의 역사

다문화, 다종교, 다종족의 특성

문화적 포용력

<표 1> 스리랑카의 장소적 특성과 건축 특성 정리표

이곳에는 불교 태생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14) 이러

한 고대도시와 종교건축으로 대변되는 스리랑카의 고대

건축을 이해한다는 것은 고대 스리랑카인들의 삶의 시작

이 담긴 스리랑카라는 장소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며

<표 1>에서 정리된 고대 건축의 양식과 특성들은 제프

리 바와를 통해 재해석되고 그의 건축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14) 안종현, 우연에서 만난, 즐거운 발견, 초판 1쇄, 토야네북스, 2012,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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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ishop Collage, 1960

(2) 식민지 건축15)( A.C. 1505 - A.C. 1948 )

식민지 건축의 대표적 사례인 항구도시 갈(Galle)은

16세기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건설되었으나 전성기는 18

세기동안 네덜란드의 점령을 받고 있는 시기였다. 네덜

란드의 군사적 거점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사령관, 관

사, 무기고 등의 건축물이 지어졌으며, 무역업을 위한 창

고나 상업 시설 등이 들어섰다. 또한 아브라함 안타니스

(Abraham Anthonisz)의 선교계획에 따라 기독교로 개종

한 스리랑카인들이 생기고 바로크 양식의 개신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면서 식민지 건축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 식민지 시기 건축의 두드러진 특징은 유럽의 건

축 양식을 스리랑카의 지리적, 기후적, 역사·문화적 장소

적 조건에 맞추어 응용하여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이것

은 스리랑카의 화강암이나 산호를 건축에 이용하거나 스

리랑카의 현지치수를 건축치수로 사용했다는 점 등에서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스리랑카의 변화

와 적응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과 국적불명이라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하지만 한

편으론 고대시대부터 이어져온 침략으로 인한 외부의 영

향과 변화에 익숙해진16) 까닭에 다종족, 다종교 문화와

맞물려 그들만의 문화적 포용력을 보여주며17) 스리랑카

만의 독특한 장소적 배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3. 제프리 바와의 건축 배경과 건축 특성 변화18)

3.1. 제프리 바와의 건축 배경

앞서 밝힌 스리랑카라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질성의 혼재적 특성은 제프리 바와에게도 커다란 영향

을 미친다. 그는 버거19)라는 출생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

다. 젊은 시절에는 집안의 가업을 이어받아 변호사로서

활동했으나 금세 직업과 맞지 않음을 느끼고 1946년 일

부 재산을 처분하고 미국, 유럽 등으로 여행길에 오른다.

그는 이탈리아의 한 지방에서 르네상스풍의 정원에 매료

되는데 이것이 그의 건축의 출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15) http://en.unesco.org/ 유네스코 내용 참조

스리랑카는 식민지 시대로 인해 뚜렷한 근대건축의 계보가 없고

고대건축과 식민지 건축으로 분류된다.

16) 김형우, 스리랑카의 선도적 건축가 조프리 바와의 조경과 건축,

대한건축학회, 1997, p.7

17) 안종현, op. cit., p.106

18) David robson, BAWA-geoffrey bawa: complete works, Thames

& Hudson Ltd, London, 2002 및 http://www.geoffreybawa.com/

제프리바와 공식홈페이지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19) 제프리 바와의 할아버지(Ahamadu Bawa)는 타밀인으로 영국인인

할머니(Georgina Matilda Alblett)와 결혼했으며 그의 아버지인 벤

자민 바와(Benjamin Bawa)는 네덜란드계 혼혈 어머니(Bertha

Bawa)와 결혼해 2남중 막내로 제프리 바와를 낳았다. 스리랑카에

서는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식민지 당시 유럽인과 현지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버거라

칭한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이탈리아의 정원에 대한 열망을

자신의 땅에 만들고자 했으나 그에 부합하는 건축적 지

식이 없음을 느꼈다. 그는 1954년 늦은 나이에 영국 AA

스쿨(Architectural Association School)에 입학해 1957년

38세라는 늦은 나이에 자격을 갖추고 스리랑카로 돌아와

건축가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스리랑카의 장소적 특성처

럼 그의 삶에 나타나는 문화적 다양성은 유럽식 건축에

대한 동경과 스리랑카의 장소와 전통건축을 이해하고자

하는 포용의 자세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것들은 그의 건

축적 배경으로 작용하며 건축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프리 바와의 등장은 척박한 스리

랑카의 근현대 건축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3.2. 제프리 바와의 건축 특성 변화

제프리 바와의 작품 활동은 1957년을 시작으로 1998년

뇌졸중으로 고통 받기 전까지 40여 년간 이어진다. 그의

건축은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할 수 있다. 본 항에서는

각 시기별로 그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건축 특

성을 파악해 보고자한다. 특히 문헌20)에서 제프리 바와

가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근거와 타당성을 얻고자

한다. 각 시기별로 도출된 건축 특성은 서로 무관한 것

이 아니라 제프리 바와의 일생에 거친 경험과 직관에 의

해 통합되어 건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1957 - 1969] 초기

1) 단순성

제프리 바와의 초기 작품의 대표적인 예로는 비숍컬리

지(Bishop Collage, 1960)를 예로 들 수 있다.<그림 2>

비숍컬리지에서 보이는 콘크리트 프레임, 파사드를

통한 가벼움과 섬세함의 표현은 형태적으로는 단순하고

필로티를 사용하였으며 불필요한 장식이 배제된 내외부

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당시 제프리 바와가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나 모더니즘의 영향21)을 받았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20) David robson, BAWA-geoffrey bawa: complete works, Thames

& Hudson Ltd, London, 2002 및 http://www.geoffreybawa.com/

제프리바와 공식홈페이지의 시기구분을 바탕으로 재구성 함.

21) 르꼬르뷔지에는 그의 책 ‘건축을 향하여’에서 건축가가 상기해야

할 세 가지 교훈으로서 볼륨, 표면, 평면에 대해 언급하며 ‘기본적

형태들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건축철학은 제프리 바와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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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성

스리랑카는 한 세기 이상 영국의 영향을 받았다. 식민지

시대의 전형적인 영국식 방갈로(bungalow)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층, 넓은 정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파빌리온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독립 이후 스리랑카가 경제

적으로 발전하면서 콜롬보 같은 대도시에서는 토지 가격

이 상승하고 인구가 증가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영국식

방갈로에서는 사생활 보장, 적절한 환기가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때문에 영국식 방갈로의 리

모델링 수요가 많아지게 되었는데 제프리 바와는 이와 같

은 현상을 해결하고자 중정정원, 벽을 통한 공간의 설정과

유도, 반 밀폐된 공간의 생성, 공간의 재배치 등 스리랑카

전통 주거건축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식민지 건축이 갖는

특징을 혼합한 <그림 3>과 같은 건축들을 선보였다.

<그림 3> Upaliwijewardene House, 1958, 왼쪽 1

Carmen Gunesekera House, 1959, 오른쪽 2-3

(2) [1970 - 1988] 중기

1) 지역성

제프리 바와는 이미 오래전에 ‘지속가능한 건축’이라는 용

어를 만들어내고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론가들에 의해 논의

되기 이전에 이미 ‘지역적 모더니즘’이라는 자세를 그의 건

축 특성으로 언급하였다. 그가 말하는 지속가능한 건축이란

지리적, 기후적 환경에 대응하며,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

료를 통해 건물이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열대기후라

는 스리랑카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풍을 장려한 유리

프레임의 배제, 직사광선과 우기를 대비한 박공지붕의 사용,

코코넛 목재, 고무나무, 회벽, 점토타일과 같은 전통적 재료

의 사용 등의 특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그림 4> Institute for Integral Education, 1978

2) 영역성

영역성은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장소나 지역이 점유되

거나 소유되는 것이며 침입에 대한 방어를 포함하고 있

는 개념이다. 영역성은 인간의 행위에 안정을 주고 정체

성을 인식시켜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22) 이와 같은 영역성이 갖는 특징은 제프리 바와가

추구하고자 했던 내외부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과는 반대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제프리 바와

는 “내 자신이 건축물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나는

건물의 주변을 움직이거나 통과하고, 외부에서 베란다로

방에서 통행로로, 중정으로, 움직이고 느끼면서 공간을 조

정하고 체험하는데 있다.”23)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개구부

의 위치, 중정, 마당, 벽, 오브제를 통한 동선의 분할과 공

간의 나눔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노

력을 보여주며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

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한없이 외향적인

공간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그림 5>

<그림 5> Triton Hotel, 1979

(3) [1989 - 1998] 말기

1) 연속성

“당신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좋은 예의 오래된 건물을 바

라볼 때, 당신은 그들의 표면에서 보이는 실론의 삶을 발견

할 것이다. 그들은 비를 보고, 흰개미를 보고, 사회적 필요

에 의해, 베란다나 창문을 통해 보이는 모습에 의해, 삶의

목적에 의해...(연속된 삶을 이어갈 것이다.)”24) 이처럼 인간

의 직접적인 경험은 역사 속에 있는 하나의 사실, 즉 과거

로부터 파생되고 현재에 작용하고 있으며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 하나의 사실로부터 정초하고 이어진다.25) 제프리

바와에게 있어서 건축에 대한 탐구는 과거의 것을 인식하

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즉, 스리랑카가 가진 과거와 현재

의 시간적인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대지와 건축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한 물리적 방

향성의 측면과 문화나 생활구조 등 역사, 문화적 정신을 반

영한 비물리적 방향성의 측면으로 나타난다.<그림 6>

<그림 6> Kandalama Hotel, 1991

22) C. N. Schulz, 김광현 역, 실존 공간 건축, 태림문화사, 1997, p.46

23) 김형우, op. cit., p.9

24) Geoffrey bawa, The times of Ceylon annual, 1968

25) A. N. Whiteead, 오영환 역, 열린 사고와 철학, 고려원, 1992,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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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성

그의 건축적 개념은 자연적인 땅의 특징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제프리 바와는 “스리랑카의 좋은 건축은 인

도와 포르투갈, 네덜란드, 초기 싱할레즈나 그렇지 않으면

영국식민지 양식 등으로 넓은 폭으로 분류되지만, 이러한

시기의 좋은 예들은 정원 자체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첫

번째 요청인 것이다.”26)라고 말하며 그의 건축에서 정원이

자 자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는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 자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원시적인 자연으

로의 개방성을 중요시하는 특성으로 나타난다.<그림 7>

<그림 7> Jayewardene House, 1997

건축특성 표현특성

단순성

형태적 단순함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음

불필요한 장식의 배제

다양성
다문화 건축양식의 혼합이용

다종교 문화에 대변 - 종교 건축이 갖는 본질의 이해

지역성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의 사용

지리적, 기후적 환경변화에 대응

영역성
외향적인 공간인 동시에 개인적인 공간구성

빛, 오브제, 중정, 마당, 벽을 통한 공간과 동선의 분할

연속성
대지에 대한 존중의 자세

역사, 문화적 과거의 정신 반영

자연성

인공적 자연의 구성

원시적 자연의 차용

인공적, 원시적 자연으로의 개방성

<표 2> 제프리 바와의 건축특성 정리표

4. 루누강가 작품분석을 통한 제프리 바와

건축의 장소적 특성 고찰

4.1. 루누강가의 건축배경과 일반적 특성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바람직하게는 강이나 호수

근처, 내가 행복할 사이트를 발견해야한다.”27) 제프리 바

와가 이탈리아의 한 정원에 매료되고 스리랑카로 돌아와

그와 같은 정원을 만들고자 구매했던 부지가 지금의 ‘루

누강가’이다. ‘루누강가’는 그가 생을 마감하는 2003년까

지 50여 년간 함께 한 집이자 그의 모든 건축적 실험이

담기는 작업실이었다. ‘루누강가’는 한 건축가의 삶과 건

축관이 고스란히 모두 담겨있는 보기 드문 예로서 제프리

26) 김형우, op. cit., p.8

27) David robson, BAWA-the Sri Lanka gardens, Thames&Hudson,

2008, p.93

바와 건축의 장소적 특성을 논하는데 있어 반드시 확인하

고 고찰해야할 필요가 있는 작품이다. ‘루누강가’는 고무나

무 농장이었던 대지 위에 세워졌다. 북쪽을 흐르는 소금의

강과 고무농장이었던 원시림의 대자연 속에 위치하며, 그

자연적인 특성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림 8> 기

본적인 공간 구성은 <그림 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루누강가의 주변 자연환경

4.2. 루누강가의 장소적 특성 고찰

(1) ‘장소-건축공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특성

<그림 9> 루누강가 단면에서 나타나는 대지와의 관계

“건물을 계획할 때는 대지를 잘 간수하는 것이 중요하

다. 지형에 변경을 가해야 한다면 원래 모습이 그런 것처

럼 보여야 한다.”28)라고 페터 춤토르는 말한다. 스리랑카

라는 장소를 이해하고자 했던 제프리 바와의 건축 또한

장소를 자연과 대지 자체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겸손과

존중의 자세를 통해서 건축에 반영하고 있다.<그림 9>의

‘루누강가’의 단면에서 볼 수 있듯이 건축공간은 대지의

형상을 따라 자리 잡으며 자연과 함께 존재감을 드러냄

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건축은 형태적으로는 단순하며

스리랑카 전통 건축에서 보이는 회벽이나 흙벽을 통해

건축을 구성함으로써 자연을 담고 자연을 닮은 배경으로

써의 건축적 장소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0>

<그림 10> Sandela Pavilion

28) 페터 춤토르, op. cit., p.99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3권 3호 통권104호 _ 2014.06          45

<그림 11> 루누강가 배치도 및 공간 구성

‘루누강가’는 약 25에이커(약 3만평)의 넓은 부지에 형

성되어 있음에도 <그림 11-건축공간>을 보면 알 수 있

듯이 평면적인 건축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은 절대 크지

않다. 이 또한 물리적 장소를 존중한 그의 자세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건축공간의 규모 축소와 채나눔을 통해

자연과의 경계를 허물고자 한 그의 건축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연에서 만난, 즐거운 발견」의 저자 안종현은 ‘루

누강가’는 인간의 손을 더한 원시림의 정원이다.’29)라고

말한다. 제프리 바와는 인공적인 자연과 원시적인 자연

을 건축적 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 연결시킨다. <그림

12, 13>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공적인 자연은 내부의

<그림 12> 내부공간의

바라본 인공적 자연과

원시적 자연

<그림 13> A - the house

건축공간에서의 인공적

자연의 도입

29) 안종현, op. cit., p.283

개구부, 중정, 외부의 테라스나 건축공간 주변에 자리하

며 외부의 원시적 자연과 시각적 연결감을 조성함으로서

건축공간과 자연과의 경계를 허무는 특성으로 나타난다.

(2) ‘건축공간-건축공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특성

채나눔의 건축으로 인해 분할된 건축공간들은 본관, 갤

러리, 게스트하우스, 외부테라스, 주차장 등 각각 기능을

나눠가지며 ‘루누강가’ 곳곳에 위치한다. 건축공간의 채나

눔으로 인해 ‘루누강가’의 동선은 넓은 부지를 모두 오고

가는 순환적 동선구성을 띄고 있다.<그림 11-동선구성>

제프리 바와는 ‘정원30)은 일련의 방으로서 전체로 이

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정원을 건축공간

과 건축공간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바라보는 것이며,

따라서 ‘루누강가’는 순환적 동선구성을 띈 연속적인 정

원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14> 입면도에서 나타나는 수평, 수직적 경험의 변화

30) 여기서 정원이란 앞서 말한 인공적인 자연과 원시적인 자연 모두

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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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루누강가의 내부

‘루누강가’의 정원건축이라는 특성은 지형적인 특성과

맞물려 계단, 언덕, 연못, 외부테라스 등을 통해 다채로

운 수평, 수직적 공간의 변화와 리듬으로 나타나 다양한

건축적, 자연적 경험을 제공한다.<그림 14, 15>

<그림 15> 수평, 수직적 경험의 변화

또한 건축공간과 건축공간을 잇는 정원에는 항아리, 조

각상, 종, 나무 등 자연이거나 자연을 닮은 오브제들로

채워져 있다. 이 오브제들은 기능적으로는 넓은 부지에

서 사인시스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자연 속에 정점

으로서 존재하며 외부에서의 공간적 경험을 유도한다.

<그림 11-대표오브제, 그림 16>

<그림 16> 루누강가의 오브제

(3) ‘건축공간-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특성

건축공간은 시각적으로도 아름답지만 고립되어 있는

그림의 집합이 아니라 충만하게 체화된 물질과 정신적

존재로 경험된다. 건축작업 하나에도 물리적, 정신적 구

조 모두가 포함되며, 건축작업이란 이들 모두를 물리적

공간에 불어 넣는 작업이다.31)

‘루누강가’에서 인간은 시각적인 인지뿐만 아니라 몸의

다양한 감각을 통해 건축과 대화를 나눈다. 빛과 그늘로

어렴풋이 구분된 어두운 공간에 앉아 자연과 건축을 경

험하고, 자연적인 재료들로 이루어져 자연을 닮아가는

사물을 통해 시간을 경험한다. 자연뿐인 침묵을 통해 평

31) Juhani Pallasmaa, 김훈 역, 건축과 감각, 시공문화사, 2013, p.66

온함을 느끼고 ‘루누강가’를 통해 스리랑카의 과거를 회

상한다. ‘루누강가’는 역사와 문화와 자연의 연장선상에

놓임으로서 인간과 장소를 만나게 한다. 이것은 장소라

는 유기체 속에 인간이 놓여있음을 지각하게하고 인간을

보다 넓은 지평으로 향하도록 이끈다.

‘루누강가’를 중심으로 장소, 건축공간, 인간과의 관계

를 통해 분석하여 얻어낸 제프리 바와의 장소적 특성은

아래 <표 3>과 같다.

지리적 특성 역사·문화적 특성 건축 특성

전형적 열대기후

천연의 산림지

문화적 정체성의

불분명함과 혼란함
정원, 종교건축

장소의 재해석

초기

단순성 다양성

중기

지역성 영역성

말기

연속성 자연성

‘장소-건축공간’ ‘건축공간-건축공간’ ‘건축공간-인간’

자연으로서의 장소
여정과 머뭄으로서의

장소
감각으로서의 장소

장소적 특성의 통합

장소성 발현

<표 3> 제프리 바와 건축의 장소적 특성 정리표

5. 결론

본 연구는 현대건축에서 ‘장소성 상실’이 야기하는 문

제점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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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로 제프리 바와의 건축을 살펴보았고 특히 ‘루누

강가’를 통하여 그의 건축의 장소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장소-건축공간’, ‘건축공간-건축공간’, ‘건

축공간-인간’의 관계를 통해 고찰한 제프리 바와 특유의

건축적 장소성이 가지는 의미와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장소-건축공간’과의 관계에서는 자연으로서의

장소적 특성이 나타난다. 그의 건축은 자연을 대하는 태

도에 있어 건축공간의 형태적 단순함과 규모의 축소, 대

지의 형태적 존중, 자연으로의 개방성, 인공자연과 원시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 내외부를 하나의 흐름으로 유기적

으로 연결시키는 표현특성을 띄고 있다. 이는 자연을 대

하는 존중의 자세에서부터 출발해 어느덧 건축이 자연

자체가 되어버리는 장소적 특성을 보인다.

둘째, ‘건축공간-건축공간’의 관계에서는 여정과 머뭄

으로서의 장소적 특성이 나타난다. 그의 건축에 있어 정

원이란 요소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써 일련의 방으로 건

축과 동등하게 통합된다. 즉, 정원은 공간을 잇는 다리로

서 작용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다가와 때론 걷

게 하고 때론 머물게 하는 다양한 건축적, 자연적 경험

을 제공한다.

셋째. ‘건축공간-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감각으로서의

장소적 특성이 나타난다. 그의 건축공간을 통해 통합되

고 확장된 장소는 인간을 보다 넓은 지평으로 이끌며 시

각적으로 편향되어 건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다양한

감각을 통해 건축과 장소를 경험하게 한다.

현대건축에 있어서 건축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키

워드로서 ‘장소성’은 더 없이 중요한 개념이다. 스리랑카

라는 장소를 이해하고자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왔던 그

의 건축에서 ‘장소-건축공간-인간’의 관계는 어느덧 물아

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듯 하나로 통합되어 간다. 자연을

대상화하지 않고, 인간을 대상화하지 않고, 공간을 대상

화하지 않는 건축이 되기 위해서 건축이 장소와 맺어야

할 관계 설정의 표본을 제프리 바와의 건축이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장소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현대건축의 시각편향 위주의 경향에서 제프리 바와

의 건축은 분명 장소를 회복할 수 있는 건축적 길의 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현대건축의 장소성 고찰에 시사

점을 제시하는 측면을 위주로 하여 미진한대로 제프리

바와의 소개를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추후에는 조금 더

명징하고 풍성하게 그의 건축을 연구할 것을 스스로 다

짐하며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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