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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emporary architecture is philosophy and art, and science are different that holds the architecture of human

thought and behavior based on a variety of physical space. In addition, the technology is used by the new media

graphics, lasers, LED, which were possible only in imagination, using tools such as the time-space of the

potential for explosion. In particular, it was found in the spacial color of atypical using the nature of light. Such

these architecture is space people actively experiencing a sense towards the expansion of its place.

Therefore, the study purpose is to explore the Steven Holl's spacial colors to utilize the space is important to the

possibility of light. He prefers the connection to the invisible world is inferred from the visible world and other

space. He thoughts an idea linked to the concept watercolors which is a tool that holds to the notion of the

flexibility of light and shadow. Concept watercolor is the idea space, establish space, recombinant space, and the

growthy space. These have shown the no fixed spacial color cause of the combination of the different ton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xed-color development of a concept watercolors demonstrated the

spacial color of the replacement. That is to establish a parody of the works light blending spacial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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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건축은 철학, 예술, 과학 등과 달리 실제의 시공간에서

인간 행위와 사유를 연결하여, 감각적 경험과 이성적 담

론을 공유한다. 특히 현대건축은 사용자가 공간을 능동

적으로 상상하고 경험하는 체화(體化)된 삶을 지향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대건축의 디자인 개념 도출은 시각

언어에 치우치거나 의미작용(signification)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특히 홀로그램, 레이저, LED 등 물리적인 빛의

재조명은 건축에서 공간색채 중요성을 피력한다. 대게

건축분야에서 색채는 단편적 장식과 연출에 머무르고 있

는 반면, ‘개념수채화(idea watercolor)’라는 매체로 디자

인에 접근하는 스티븐 홀(Steven Holl)은 움직이는 빛의

성질에서 공간색채의 본질을 탐구하되, 감각적 경험과

이성적 담론을 유연하게 넘나든다. 따라서 본고는 스티

븐 홀의 디자인 개념을 면밀히 모색하고, 디자인 과정의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8020823)

표현매체로 독창적인 개념수채화를 택한 배경을 살펴본

다. 또한 공간색채의 요소, 유형, 적용 등으로 작품을 분

석하여 개념수채화와 공간색채의 관계성을 추출한다. 이

는 빛의 번짐과 빛의 겹침 기법으로 현대건축의 변화하

는 공간색채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도구인 개념수채화의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본고는

디자인의 초기단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개념

수채화로 ‘차원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디자인 개념에

활용하는 스티븐 홀의 공간색채 분석에 초석이 되리라

기대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관습적인 색채 활용에서 벗어나, 공간색채의

명확한 관점을 갖는 스티븐 홀의 개념수채화를 고찰한다. 그

는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롱샹 성당(Notre Dame

Du Haut)이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Andrei Tarkovsky)

영화에 표현된 빛에 매료되어, 개념수채화로 공간색채를 표

현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2장은 스티븐 홀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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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ouis I Kahn,

Personal from design, 1960

발상 배경과 디자인 전개 요소에서 그가 개념수채화를

택한 연유를 살펴본다. 3장은 공간색채 개념과 개념수채

화의 관계를 정립한다. 4장은 스티븐 홀의 작품개념수채

화와 공간색채의 관계, 개념수채화 표현방법, 공간색채

유형, 공간색채 적용 등의 틀로 분석한다.

현재 스티븐 홀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현상학을

통한 신체 지각성이나 빛의 감성적 서사(context)가 대부

분이다. 따라서 본고는 그가 직접 집필하거나 세미나에

서 공간색채와 개념수채화를 언급한 강연에서 조사하되,

계획단계에서 끝난 작품은 제외한다. 그리고 국내외 단

행본, 인터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문헌조사의 방법으

로 진행한다. 작품명은 스티븐 홀의 홈페이지를 기준으

로 하였으며, 2013년 AIC 주최로 런던에서 개최한

「Bringing Colour to Life」의 심포지엄을 참조한다.

2. 스티븐 홀의 디자인 개념

2.1. 스티븐 홀의 디자인 발상 배경

(1) 루이스 칸: 감정과 사고

스티븐 홀은 디자인의 본

질에 접근하는 방법을 루이스

칸(Louis I Kahn)1)에게 영향

받는다. 루이스 칸은 당시 기

계적이고 획일적인 모더니즘

에 반하여 역사성에 기초하

되, 직관적이며 내면의 본질

을 우선시하는 통찰력을 보인

다. 우주-세계, 자연-인간을

디자인 발상에 결부시켜 건축

의 존재이유와 생성배경을, 이제는 일반어가 된 form2)-design,

servant space-served space, measurable-unmeasurable로

건축과정과 본질탐구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즉 ‘디자인과

정은 모든 실마리를 한데 꿰는 방법을 터득하는 순간 비

로소 주관적 인식과 실용성이 한데 엮여지는 잠재력이

생성된다.’3)는 스티븐 홀의 언급은 바로 칸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1) ‘What does the building want to be?’ Edited by Robert

Twombly, Louis I Kahn: Essential Texts, W.W.Norton &

Company, 2003, p.17

2) 루이스 칸의 form은 구체적, 물리적 형체가 아닌 추상의 궁극적 요소

로 건축형성의 근원이다. design은 개별적, 정황적, 구체적 행위인데

반해 form은 design을 가능하게 하는 pre-concept이자 pre-form이다.

Christian Norberg-Schulz, The Message of Louis I Kahn, in

Architecture: Meaning and Place, N.Y., Rizzoli, 1986, p.201

루이스 칸은 form을 existence will의 철학적 뉘앙스로써 숟가락을

예로 들어 bowl(빈 공간)과 handle(손잡이)의 불가분의 관계-주변맥

락과 무관한 내적구조-를 지적한다. Alessandra Latour(Ed), Louis I

Kahn: Writings, Lectures, Interviews, N.Y.: Rizzoli, 1991, p.113

3) Richard Levene, Steven Holl, El Croquis 78, Barcelona, 1996, p.78

(2) 메를리 퐁티: 현상학(phenomenology)4)

이처럼 스티븐 홀은 건축에서 ‘개념’을 가장 우선시한

다.5) 그는 단순히 모티프와 디자인과정의 피상적 관계가

아닌 경험적 정서와 동일시하는 현상학에서 매력을 느낀

다. 특히 메를로 퐁티(Maurice Merleau Ponty)의 현상학

은 제3의 공간, 즉 ‘몸’을 중심으로 방향, 위치, 거리로

파생된 즉각적 체험의 장에 주목한다. 예컨대 동일 대상

을 지각할 경우 모든 면을 동시에 관찰할 수 없다. 그러

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 말하자면 ‘실재성이 아닌 잠재성을 가능케 하는

습관적 신체와 현재 신체의 투사적 작용이 얽히고 교차

(intertwine)하는 투사-내적투사(projection-introjection)’6)

를 디자인 발상의 배경으로 삼는다.

2.2. 스티븐 홀의 디자인 전개 요소

(1) 타 영역 유추

스티븐 홀은 디자인전개 요소를 발견적 방법(heuristic

device)7)에서 찾는다. 그가 버르토크(Bela Bartōk)의 음

악을 즐겨 듣고 과학·문학·신화 등 다양한 영역을 섭렵

하는 것도 건축적-도시·대지·프로그램-근원과 건축외적-

예술·역사-본질의 소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2) 공감각적 물질성

그는 눈과 대면하고 피부와 접촉하며 음의 파동을 물

질성으로 간주한다. 능동적으로 체험하는 몸을 포함한

시선과 움직임은 여러 개의 프레이밍(framing)-피사체를

파인더 안에 적절히 배치하여 화면구성-을 구현한다. 특

히 현대작곡가 존 케이지(John Cage), 칼하인츠 슈톡하

우젠(Karlheinz Stockhausen)의 음악에서 영감을 얻어

공감각적 물질성을 시도한다.

(3) 가시성과 비가시성 통합

그는 실제의 공간 아이디어를 전개하기 위해 궁극적으

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통합을 추구한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대상의 병렬적 집합만이 아닌 상

상력, 느낌 등의 구조와 융합한다.

(4) 빛과 색의 동일화

그는 환경과 대상의 연속적 경과를 빛8)과 물의 특징

4) 하이데거에 의하면 그리스 어원인 현상이라는 단어-파이노메논(ϕαινμ
ενον)-는 ‘자신을 그 자체로 내보여준다’는 동사 파이네스타이(ϕανεσ
ϑαι)에서 나왔다고 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모습대로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다. 이 '현상을 논하는 일'이 바로 ‘현상(Phänomen)’과 ‘말함

(logos)’이 결합된 ‘현상학(Phänomeno-logie)’이다. www.wikipedia.org

5) Richard Levene, Steven Holl, El Croquis No.78, Barcelona, 1996, p.78

6) Maurice Merleau Ponty,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9, pp.179-180

7) ‘My thing is that I believe I need an idea to drive the design. I

call that a heuristic device. No one else needs to know about

it............It’s like Wittgenstein said: Ideas are like the ladder going

somewhere, and when you’re there, you kick it away. It doesn’t

matter. It’s gone. The idea is just what got you there.’ 2012

AIA Gold Medal 수상 이후 Kelly Chan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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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 배경 전개 요소 표현 매체: 개념수채화

감정과 사고

현상학

타 영역 유추

공감각적 물질성

가시성과 비가시성 통합

빛과 색의 동일화

내적 투사

빛 번짐, 빛 겹침

공간색채 요소 공간색채 유형 공간색채 적용

색

조형

시퀀스

면색/표면색

거울색/투명색/공간색

작열/광택/광휘

연속적 파노라마

빛과 그림자 변화

에서 차용한다. 대상자체의 존재감보다 빛과 그림자의

질감(경계)9)으로 표면반사나 투명도에 따른 진행성으로

표현한다. 또한 현상적 렌즈라는 관점에서 물에 접근하

므로 과학적 굴절보다 감각에 무게를 둔다. 특히 건축가

들이 자신의 ‘공간을 빛과 연관시키는 게 화가들의 캔버

스 색’과 다르지 않는다.10)며 빛과 색을 동일시한다.

2.3. 스티븐 홀의 디자인 표현 매체 개념수채화

이처럼 그는 루이스 칸의 디자인 사유와 메를리 퐁티

의 현상학을 디자인 발상 배경으로 삼아 타 영역 유추,

공감각적 물질성, 가시성과 비가시성 통합, 빛과 색의 동

일화 등의 디자인 전개 요소를 활용한다. 이 때 그는 디

자인의 개념을 표현하는 매체로 개념수채화를 선택한다.

수채화는 염료와 물을 섞어 사용하므로 빛의 번짐과

겹침을 표현하는데 용이하다. 실제의 세계에서 체험하는

공간색채는 한순간도 동일할 수 없으므로, 개념수채화는

실제의 공간색채를 가장 근접하게 표현한다. 따라서 움

직이는 몸의 투사적 작용-내적투사-을 유발하여 디자인

발상에 보다 유연하다고 스티븐 홀은 주장한다.11)

<표 1> 스티븐 홀의 디자인 개념

3. 공간색채와 스티븐 홀의 개념수채화

3.1. 공간색채 개념

(1) 공간색채의 요소

공간색채의 요소는 색채지각 3요소를 토대로 고찰한

다. 첫째, 물리적인 색인 빛은 투명성, 방향성, 운동성으

로 공간을 수축, 팽창시킨 색이며, 빛의 속성인 흡수·반

사·산란·굴절·간섭은 색을 판단하는 기초적 요소이다. 즉

학제적 관점의 색은 눈과 뇌에서 작용하는 빛의 재현이

다. 둘째, 질료성을 갖는 조형은 다양한 각도의 형으로

볼륨과 매스의 공간색채가 실현된다. 그늘과 그림자는

일루전과 그러데이션으로 시각적 착시를 불러일으켜, 허

8) 메를로 퐁티는 인상파 회화의 지각방식에서 환경을 지배하는 빛이

조명으로 작용하여 대상에 실제 색을 부여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기하학적 원근법에 근거한 고전회화론과 결별을 선언하는 중요한

관점이다. 김영효, 메를로 퐁티와 애매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6, p.193

9) Steven Holl, Parallax,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0, p.108

10) Steven Holl, Questions of Perception: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A+U, Tokyo, 2006, p.63

11) Modern Green Development Co., Ltd, 세미나 연설, Beijing, 2006

구적이던 물리적 색은 공간색채의 뉘앙스로 구체화하여

광택도, 질감, 패턴을 부여한다. 셋째, 인지과정에서 시작

하는 시퀀스는 방향·거리·위치 등의 시점이동은 중첩·병

치·관통·관입의 연속적 장면으로 여러 개의 장면을 동시

에 지각한다.

(2) 공간색채의 유형

빛은 시간(배경)이고 색은 공간(대상)이다.12) 공간색채

는 빛 파장으로 지각되는 대상과 환경의 모든 색채이다.

색은 빛을 발하는 광원, 빛 반사, 결과를 지각하는 관찰

자에서 비롯된다.

빛의 물리적 현상을 토대로 공간색을 구분한 독일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카츠(David Katz)는 물체 표면에서

지각하는 ①면색(film color)/표면색(surface color)과 투

명한 착색액체가 투명용기에 담겨 안과 3밖에서 모두 지

각 가능한 ②거울색(mirrored color)/투명색(transparent

film color)/공간색(bulky color)으로 분류하며 거울색은

비춰진 상의 색도 포함한다. 또한 조명, 불꽃의 ③작열

(glow)/광택(lustre)/광휘(luminosity)로 분류했다.

(3) 공간색채의 적용

건축은 색, 조형, 시퀀스의 공간색채 요소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건축의 공간색채는 시공간의 연속적 파노라마

로 이루어지므로, 한 순간도 동일한 빛과 그림자로 구축

되지 않는다. 이를 개념수채화의 특징과 연관 지어 고찰

하는 것은 필요하므로 다음 절에서는 스티븐 홀과 개념

수채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공간색채의 요소 및 유형

3.2. 스티븐 홀과 개념수채화

(1) 수채화(watercolor painting)13)의 특징

초기 인상주의 화가 존 사전트(John Singer Sargent)

는 ‘수채화란 가장 좋은 매체로 유화보다 더 훌륭한 예

술적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는 색 번짐, 색 겹

침, 중간색 등 수채화의 본질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는 공간의 분위기나

12) Gilles Deleuze, 감각의 논리, 민음사, 1995, p.176

13) 염료, 전색제(gum arabic), 물이 구성요소로 염료를 물에 개거나 풀

어 그린다. 보편적으로 투명수채화를 뜻하지만 불투명의 백색안료

를 첨가하여, 화면을 두텁게 칠하는 불투명수채화(gouache)도 있다.

현대미술에서는 종이 이외 다른 재료가 사용되면서 수채화의 한계

를 벗어났다. 유성웅, 세계수채화대전, 미술공론사, 1990, p.13

수채화용 종이 생산은 1276년경 이탈리아의 파브리아노(Fabriano)에

서이다. 또한 수채화가 예술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르

네상스 이후로, 당시 대다수 화가들은 유화를 그리기 전 에스키스로

이용했다. 17세기 수채화가 독립적인 작품으로 제작되면서 회화의

장르로 인정받아 19세기부터 보편화되었다. www.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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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oncept Watercolor of Mass

<그림 4> <그림 5>

Chapel of St. Ignatius,

Seattle, 1998

<그림 2> Seven bottles of light in

a stone box

분류 기법

일획성
혼색 및 채색방법이 바뀌면 고스란히 그 결과로 나타난다. 동양

의 수묵화처럼 일필휘지 기법으로 가볍고 담백하다.

즉흥성

직관성

제작 시간이 비교적 짧고 빠른 직관의 매체로, 생생하고 섬세한

즉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묘처럼 취급되기도 하지만, 소

묘가 따를 수 없는 회화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유동성

보편적으로 종이를 눕혀놓은 채 물 번짐, 습도 조절, 붓놀림

(brush working)으로 흡수 융해된다.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통하

여 무한한 공간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투명성

칠의 층이 얇아 색조의 강도와 안료의 정착에 따른 부착력, 선

명도, 발색도, 혼색도가 다르게 표현된다. 광선이 색채 피막을

통과하며 채색 깊이가 비치므로 종이의 텍스추어도 지각한다.

시간조절

채색 후 겹침, 번짐 등의 효과를 위해 물기가 마르는 시간을

이해하면 채색 결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나며, 마르고 난 후 물

기가 빠져 나가면서 더욱 밝아진다.

빛의 뉘앙스, 그리고 유려한 변화를 표현하는데 유화보

다 수채화가 더 유리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빛과 물의

속성에서 출발한 수채화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표 3> 수채화 기법의 특징14)

(2) 스티븐 홀이 개념수채화를 표현매체로 택한 이유

스티븐 홀은『Steven Holl: Written in water』서문에

서 1970년대 후반부터 개념수채화를 디자인 발상 매체로

사용했음을 밝히며, 디자인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의 사

유와 직관을 끌어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1978년 스프링

제본노트에 그리던 흑백수채화는 영국제 스케치북 5㏌×7
㏌로 대체했다. 이는 명도와 채도를 분리하던 기초단계

에서 톤의 변화를 훈련한 결과라고 한다.

그는 디자인과정에서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치기 위해

어두운 세계까지 빛을 끌어들여야 하며, 이 때 빛과 물

을 활용한 개념수채화가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

(3) 스티븐 홀에게 개념수채화의 의미

그는 디자인 과정에서 대부분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지

만, 초기 개념스케치만은 ‘마음-눈-손’을 친밀하게 이어

주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개념스케치는

작품에 미묘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최초 발현된 감정과 사유는 현상학적 융합을 경험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개념수채화에서 표현되는 공간색

채는 거의 실제 건축에 적용된 색채와 동일할 뿐 아니

라, 그의 디자인 과정인 동시에 개성을 표출하는 완결성

높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3.3. 공간색채와 스티븐 홀 개념수채화의 관계

3.2 절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건축에서 공간색채는

시공간의 연속적 파노라마와 한 순간도 동일하지 않은

빛과 그림자의 관계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

로 이냐시오 성당을 살펴본다.

<그림 2>는 시애틀 대학교 안에 위치한 이냐시오 성

당 초기 아이디어로 ‘돌 상자 안에 담긴 7개 빛의 병’의

14) 전성기, 풍경 수채화의 세계, 도서출판 제원, 1997, pp.11-13

개념수채화이다. 일반적으

로 건축가들은 대지와 건

축물의 관계, 프로그램과

동선계획 등 관계성에 몰

두하는 반면, 그는 감각적

경험과 이성적 담론이 빚

어내는 ‘공간의 본질’을 탐

구한다. 한 번의 붓질로 표

현된 다시점의 개념수채화

는 모호하고 암시적이되, 직관의 사유를 포착하여 프로

젝트의 개념을 관통한다.

그의 개념수채화는 이처럼 전체 프로젝트를 아우르는

개념 표현 매체이다. 수채화 기법 중 색의 농담으로 투

영·중첩·밝기에 의해 추상의 공간을 물질화한다. 이후 프

로그램과 조닝이 구체화되면 움직이는 빛과 몸, 시선은

질감과 광택을 인지하여 디테일과 텍스추어를 구상한다.

<그림 2>의 초기 아이디어는 완공된 건축물 <그림

3>과 무관해 보이지만, ‘7개 빛의 병’은 직육면체 형태로

내부 공간에 삽입된 6개의 볼륨과 마지막으로 연못으로

열려 있는 1개의 볼륨과 대응하며, <그림 5>의 두꺼운

오크 문에는 빛을 포착하는 7개 타원형 렌즈의 블러색채

(blur color)15)가 표현된다. <그림 4>는 돌 상자를 성당

공간으로 구체화하고, 유리병은 지붕의 돌출부위가 기하

학적으로 변화하면서 개수가 줄었을 뿐, ‘빛의 흐름과 차

원을 추적’하여 배경과 대상의 생성·팽창·재생 등 유기적

조직이 반복된다. <그림 6>은 성찬예배실과 성가대에

무작위로 분절된 공간에 다양한 각도로 유입되는 빛을

나타낸 개념수채화이다. 번지고 투영되는 수채화는 블러

색채를 형상화하는데 용이하다. <그림 7>은 소실점이

해체되어 지속적으로 다른 형태와 공간색채를 지각하여,

비가시성을 경험하고 난 후 다듬어진 상상력과 느낌을

몽타주로 치환하게 된다. 따라서 상상력과 느낌의 구조

와 융합한다.

15)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빛으로 대상색채와 배경색채는 동시에 지각

되거나, 영역이 모호해져 색채 조형성이 불명확해진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빛 번짐의 진행 속도는 고정의 단색을 획득하기 어려워,

균질적 색채 개념이 증발하므로 색 자체의 물리적 측정과 산출 값

은 무의미해진다. 김선영, 빛 번짐을 적용한 블러색채의 특성 연

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제28권 1호, 2014.2,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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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개념수채화 표현방법 공간색채 적용

개념 도출 투영, 중첩, 음영의 공간화

빛과 그림자 변화
공간 구축

움직이는 빛,

시선(몸)으로 공간을 구체화

콜라주 형성 비가시성의 몽타주적 치환

연속적 파노라마
유기적 발생

배경과 대상의

생성, 팽창, 재생 반복

<그림 6> Concept Watercolor

of Light

<그림 7> Chapel of St. Ignatius,

Seattle, 1998

Sarphatistraat Offices, Amsterdam, The Netherlands, 2000

개념수채화와

공간색채의 관계

-다공성의 개념을 2차원(moiré)과 3차원(volume) 응용

-유리창호의 크기와 방향에 따른 빛의 투과율 조절

-투명 피막에 광선이 통과하듯 비균질한 초록 조명으로

리듬감 형성

개념수채화 표현방법 투영, 중첩, 음영의 공간화

공간색채 유형 거울색/투명색/공간색, 광휘

공간색채 적용 빛과 그림자 변화

Simmons Hall Dormitory, MIT of Technology, Cambridge, MA, US, 2002

개념수채화와

공간색채의 관계

-습도조절로 겹침, 번짐의 투과성 및 다섯 개의 수직 형

상으로 빛의 투영, 중첩, 음영 등의 명암 대비 연출

-빠른 붓놀림으로 Lunge(통풍/환기)

-perf-con구조 외벽 창 측면을 10개 도색으로 유동성

개념수채화 표현방법 투영, 중첩, 음영의 공간화, 시선(몸)으로 공간을 구체화

공간색채 유형 면색/표면색, 공간색

공간색채 적용 연속적 파노라마

Nail Collector’s House, Essex, NY, US, 2004

개념수채화와

공간색채의 관계

-파란색 홀더로 그린 도면 위에 겹침, 번짐을 활용하여

소실점 삭제

-yellow ocher와 coral로 구분하여 공간 분리

개념수채화 표현방법 배경과 대상의 생성, 팽창, 재생 반복

공간색채 유형 면색/표면색, 공간색

공간색채 적용 빛과 그림자 변화

이러한 분석을 통한 공간색채와 스티븐 홀의 개념수채

화의 관계를 아래 표로 요약한다.

<표 4> 공간색채와 스티븐 홀의 개념수채화

4. 수채화를 적용한 스티븐 홀 작품 분석

4.1. 타 영역에서 개념 도출

싱겔(Singelgracht)운하에 위치한 사르파티스트라 오피

스 본관은 U자형 4층 브릭건물(solid)로, 강가에 인접한

스펀지형태(void)의 신관과 내부가 이어져 있다. 이 건물

은 모턴 펠드먼(Morton Feldman)의『반음계의 반복 패

턴(Patterns in a Chromatic Field)』16)에서 디자인을 출

발하여, 여러 개의 차원으로 설계된 멩어 스펀지(Menger

Sponge)17) 원리인 다공성을 스크린에 반영하였다. 또한

시각적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공성을 컬러필드와

창으로 구조화하여 비균질적 색채패턴을 형성했다.

사이먼스 홀 기숙사는 북쪽의 철길과 바사 길(Vassar

Street) 사이에 좁고 긴 대지를 수직으로 잘라낸 축에 위

치한다. 부정형 콘크리트로 내부를 연결하여 채광과 환

기의 역할을 하는 투과성(porosity)이 있으며, 이를 스티

븐 홀은 사회적 콘덴서(condenser)로 ‘Lungs’라 부른다.

또한 10개의 홀에서 착안한 컬러코드를 개발하여, 격자

16) 20세기 대표적 전위 작곡가로 음악가들보다 추상표현주의 화가에

게 영향을 받았다. 1951년 존 케이지(John Cage)와 만남으로 혁신

적 사고를 갖게 되어, 음표의 길이를 악보에 수평선으로 긋거나

한꺼번에 연주해야 할 음표 개수를 숫자로 표현하는 등 그래픽적

기보 방법을 사용했다. 음의 고저나 리듬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

시했으나, 주된 관심은 부드럽게 연주되는 대조적 밀도와 음색이

었다. 1981년 발표한 이 음악은 피아노와 첼로가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여 구성된 음악이다.

17) 프랙탈 도형(fractal forms)의 일종인 시에르핀스키

카펫(Sierpinski carpet)을 3차원으로 확장한 것으로,

동일크기의 정육면체를 계속 도려내면 내부에 공간

을 많이 갖게 되며, 결국 부피는 한없이 작아지고 겉

넓이는 한없이 커지는 부피의 극한값을 뜻한다. www.wikipedia.org

형 표면 구조18)의 알고리즘에 따라 개구부 측면에 채색

하여 위치에 따라 공간색채를 다르게 지각한다.

못 수집가의 집은 호메로스(Homeros)『오디세이아

(Odysseia)』의 24개 서사시에서 영감을 얻어, 24개 창

배치에서 시작한다. 그의 첫 스케치에는 북동쪽 14개, 북

서쪽 0개, 남동쪽 5개, 남서쪽 5개의 창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발상은 건축주가 ‘시적 공간’19)을 의뢰한데에서

기인하여, 스티븐 홀은 검붉은 건축현장의 샴플레인 호

수(Lake Champlain)의 음영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24

시간을 온전히 관망하는 방법에서 찾았다.

<표 5> 타 영역에서 개념 도출

18) Guy Nordenson and Associates Structural Engineers LLP가 각각

다른 철근에 다른 색을 입힌 구조도면에서 착안하였다.

19) Steven Holl, Anchor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9, p.211,

‘건물은 한 장소에 놓인 물체가 아니라, 그것이 놓일 장소를 건축하

는 것이며 장소와의 독특한 관계형성이 내 건축의 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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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sma Museum of Contemporary Art, Helsinki, Finland, 1998

개념수채화와

공간색채의 관계

-절곡된 2차원(면과 면) 중첩, 여러 개의 초점 투시로 3

차원(빛의 굴절)의 프레이밍

-색채를 제거하여 블러의 모노톤 응용

-천창에서 쏟아지는 유동적 빛과 조명 연출

개념수채화 표현방법 움직이는 빛, 시선(몸)으로 공간을 구체화

공간색채 유형 면색/표면색, 거울색/투명색, 광택/광휘

공간색채 적용 빛과 그림자 변화

Writing with Light House, Long Island, NY, US, 2004

개념수채화와

공간색채의 관계

-자연광이 슬릿 사이에 직선으로 진입하여 구부러지고

회전하는 역동적 질감의 뉘앙스

개념수채화 표현방법 움직이는 빛, 시선(몸)으로 공간을 구체화

공간색채 유형 면색/표면색, 공간색

공간색채 적용 빛과 그림자 변화

School of Art & Art History, University of Iowa City, IA, US, 2006

개념수채화와

공간색채의 관계

-한 개의 레이어가 각도, 기울기, 중첩 표출

-코텐 스틸(corten steel)과 off-white의 농담 변화

-고창의 빛은 천장과 벽에 부딪혀 굴절, 간섭되어 팽창

개념수채화 표현방법 움직이는 빛, 시선(몸)으로 공간을 구체화

공간색채 유형 면색/표면색, 공간색

공간색채 적용 빛과 그림자 변화, 가시성과 비가시성 통합

4.2. 공간에서 물질성 구축

카이스마20) 현대미술관은 북반구 지역의 특징인 수평

자연광과 연속적으로 절곡되어 구부러지는 면과 면의 겹

침(overlap)으로 추상의 공간을 물질화한다. 25개의 갤러

리에 쏟아지는 자연광은 하나의 음악처럼 벽과 천장, 바

닥에 유동적으로 뒤얽힌다. 빛과 시선으로 체험하는 여

러 개의 면과 면의 움직임은 프레이밍으로 구축한다.

<표 6> 공간에서 물질성 구축

20) 염색체 교차를 뜻하는 생물학 용어로,『가시성과 비가시성』중 ‘키

아슴(Chiasm)’이라는 공간 속의 교차 내용에서 개념을 찾는다. Steven

Holl, Steven Holl: Architecture Spoken, Rizzoli, 2007, pp.266-284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There were seven in

eight(1949)』를 토대로 메콕스 만(Mecox bay)에 위치한

빛으로 쓴 집이 디자인되었다. 스티븐 홀은 잭슨 폴록

의 모든 색으로 스케치했으나, 결국 삼나무(Cedar) 선의

뉘앙스에 갇힌 모노톤을 활용했다. 계절의 역학과 하루

의 변화는 그늘과 그림자로 생성된 줄로 프레이밍하고,

5개 형태-슬릿이 내부에 있는 개구부, 슬릿에 가려진 창

문, 창문, 슬릿에 반쯤 가려진 창문, 슬릿 뒤에 아무것도

없는 형상-로 구체화했다.

석호와 석회암 절벽에 인접한 아이오와 대학교의 미술

대학은 마치 비정형의 조형물 같다. 평평한 면이나 구부

러진 면은 서로 조립되거나 끼워 맞춰져져 리듬이 느껴

진다. 2차원의 추상성은 3차원의 물질성으로 전환하여

공간을 구체화한다. 또한 석호에 반사된 빛이나 마치 방

금 내린 눈(雪)에 비친 반투명한 빛은 중첩된 프레이밍

으로 보다 상세한 디테일을 구현한다.

4.3. 비가시성의 콜라주

로이지움 센터는 오래된 저장시설(지하), 방문객 출입

이 가능한 새로운 와인센터(지표), 호텔과 스파(지상)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티븐 홀은 지난 100년

동안 신축건물이 한 채도 건설되지 않은 랑겐로이스에

지을 건축물의 최초 개념수채화를 ‘콜라주’에서 시작했

다. 저장시설 쪽으로 5° 기울어진 큐브 건물은 방음을

위해 콜크 패널(cork panel)을 설치하여 따뜻한 질감과

콜크 냄새의 공감각으로 치환하였다.

히긴스 홀 인섹션은 좌측건물(1850년)과 우측건물

(1860년)에 각기 다른 바닥 높이21)를 조성하여 ‘들리지

않는 불협화음 구역’을 재현하였다. 남쪽과 북쪽에 모두

개방된 천창덕분에 빛과 그림자의 모호한 경계가 형성된

다. 1997년 발생한 화재로 센터 섹션이 전소되고 남은 6

개 지주와 벽돌을 재활용하였다.

헤르닝 현대 미술관은 주변 풍경과 새로운 건축물의 병

치, 관입으로 비가시성을 몽타주화한다. 들판을 변형시켜

풀밭과 연못으로 설계하여 비정형의 조경을 구획한다. 스

티븐 홀은 당시 ‘이번 프로젝트는 색이 아니라 움직이는

빛과 공간이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모노톤으로만 프리젠

테이션을 하였다. 그는 동양의 수묵화처럼 그늘과 그림자

의 담백한 음영만으로 무한한 차원을 표현하려 하였고, 개

념수채화의 붓 자국과 물기가 마르고 난 이후의 시간을

이해하듯, ‘대상(건축물)과 배경과 융합되는 과정’을 주요

안건으로 삼았다.

21) 1층: 1.5㏌, 2층: 1ft 8㏌, 3층: 4ft 9㏌, 4층: 6ft 7㏌ 정도 어긋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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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isium visitor Center, Langenlois, Austria, 2003

개념수채화와

공간색채의 관계

-basement, land surface, ground를 흙과 풀을 연상시키는

자재와 주변풍경의 으로 연출

-빛의 굴절, 반사를 가늘고 긴 조각으로 콜라주하여 샌디

드-웰딩 알루미늄(sanded-welding aluminum) 조성

-가늘고 긴 창호의 크기와 방향에 따른 빛 투과율

개념수채화 표현방법 비가시성의 몸타주적 치환

공간색채 유형 면색/표면색, 공간색, 광택/광휘

공간색채 적용 빛과 그림자 변화, 연속적 파노라마

Pratt Institute, Higgins Hall Insertion, Brookly, NY, US, 2005

개념수채화와

공간색채의 관계

-석조건물(light salmon)과 신축건물(alice blue)의 선명도,

발색도, 혼색도 차별화

-몬드리안(Piet Mondrian)과 카를로 스카르파(Carlo

Scarpa) 디자인 모티프를 반투명한 U-Glass로 발현, 낮에

는 U-Glass에 유입되는 빛으로 시간성을, 밤에는 외부로

발현되는 빛으로 연속성과 암시성 표출

-콘크리트·단열재·강철형강 등이 모두 노출하여, 공간색

채가 ‘제로 그라운드(zero ground)’22) 수렴

개념수채화 표현방법 비가시성의 몸타주적 치환

공간색채 유형 면색/표면색, 거울색/투명색/공간색, 작열/광택/광휘

공간색채 적용 빛과 그림자 변화

Herning Museum of Contemporary Art, Roskilde, Denmark, 2009

개념수채화와

공간색채의 관계

-옷소매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직물 아이디어로 주변 들

판과 연못과 유기적으로 연결

-여러 개의 초점으로 비가시적 상상력과 느낌의 콜라주

개념수채화 표현방법 비가시성의 몽타주적 치환

공간색채 유형 면색/표면색, 공간색, 광휘

공간색채 적용 빛과 그림자 변화, 연속적 파노라마

Nelson-Atkins Museum of Art, Kansas City, MO, US, 2007

개념수채화와

공간색채의 관계

-stone(!993)과 feather(2002)는 밀폐↔개방, 왜래↔토착 등

오래된 것을 보완하는 차별성

-빛과 공기의 순환인 Breathing T's로 생명체 착안

-5개 유리렌즈로 조경, 건축, 미술을 융합

-빛, 렌즈에 담긴 빛, 물에 울렁이는 움직임을 시차화

개념수채화 표현방법 배경과 대상의 생성, 팽창, 재생 반복

공간색채 유형 면색/표면색, 거울색/투명색/공간색, 작열/광택/광휘

공간색채 적용 빛과 그림자 변화, 연속적 파노라마

Knut Hamsun Center, Hamarøy, Norway, 2009

개념수채화와

공간색채의 관계

-비가시적 장을 개념수채화로 섬세하게 연결

-천창에서 쏟아지는 빛을 색의 농담으로 포착

개념수채화 표현방법 비가시성의 몸타주적 치환, 배경과 대상의 생성 반복

공간색채 유형 면색/표면색, 거울색/투명색/공간색, 작열/광택/광휘

공간색채 적용 빛과 그림자 변화

Cite de L’Océan et du Surf, Biarritz, France, 2011

개념수채화와

공간색채의 관계

-경사로에 뻗어있는 곡면에 파도이미지 영사

-움직임에 따라 배경(하늘, 바다)과 대상(건축물)의 차원

변화를 부착력, 선명도, 발색도, 혼색도로 표현

개념수채화 표현방법 배경과 대상의 생성, 팽창, 재생 반복

공간색채 유형 면색/표면색, 거울색/투명색/공간색, 작열/광택/광휘

공간색채 적용 빛과 그림자 변화, 연속적 파노라마

<표 7> 비가시성의 콜라주

4.4. 유기적 진행성

넬슨-에킨스 미술관은 기존 건물의 석회석 벽에 새겨

진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The soul has greater

need of the ideal than of the real. It is by the real

that we exist. It is by the ideal that we live.’에서 아

이디어를 출발하여, 깃털처럼 가볍지만 점진적으로 변하

는 관계를 다뤘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무거운 돌

(stone)과 가벼운 깃털(feather)의 상보적 관계이다. 돌은

보행자의 방향을 지시하고 풍경의 내면을 보며, 깃털은

22) Steven Holl, Steven Holl: Architecture Spoken, Rizzoli, 2007, p.295

길을 열어주며 자유롭게 풍경의 외면을 관망한다. 또한

260m 수평으로 뻗어있는 갤러리에는 ‘풍경 속에 널려있

는 유리조각들’이라 불리는 렌즈를 관통한 자연광은 내

부 꼭대기에서 밑바닥까지 훑어낸다. 이러한 블러색채는

흐름과 차원의 추적으로 생성, 팽창, 재생한다.

<표 8> 유기적 진행성

크누트 함순 센터는 ‘몸으로써의 건물: 보이지 않는 힘

들의 장(場)’에서 출발하여, 보이지 않지만 꿈틀거리며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4권 1호 통권108호 _ 2015.02          159

터져 나오는 열정으로 진화한다. 대상(건축물)에 비치는

햇살의 각도를 측정하고, 특히 북반구 겨울의 낮은 햇빛

중 특정한 며칠 동안 사선으로 내려쬐는 빛이 내부 공간

의 off-white 콘크리트 eggshell 표면에 스며들어, 흘러

가는 듯 진행성을 부여한다. 또한 나무 속에 습기를 가

두어 썩게 만드는 도료와 달리 나무를 숨쉬게 하는 토탄

을 활용하여 생명체와 같은 진행성을 부여하였다.

씨데 드 로시옹 에 뚜 서프는 생태환경에서 바다의 역

할을 탐구하여 하늘 아래와 바다 속에 바탕을 둔다. ‘오

목한’ 하늘 아래 바다 광장은 ‘볼록한’ 천장의 바다 속

으로 구획한다. 천장 일부가 열려 있는 남쪽 건물은 놀

이와 활동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뒤집힌 파도

모양의 곡면 천장에는 파도 영상이 영사된다. 이는 제 5

의 입면으로 구축하였으며, 이 다섯 번째 입면은 주변

풍경이 바다로 이어지는 이미지로써, 건축가가 그릴 수

없지만 유기적으로 존재하는 진행성이다.

5. 결론

건축은 인간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동시대의 상황

-사회, 과학, 경제, 기술-과 더불어 디자이너의 성향, 건

축언어, 프로그램 등으로 구현된다. 특히 동시대건축은

사용자가 시공간을 능동적으로 경험하므로 감각의 확장

을 시도한다. 스티븐 홀의 경우 개념수채화라는 매체로

‘자연-인간-사회’를 이어주는 가장 진보적 건축가이다.

특히 공간색채를 움직이는 빛으로 이해하여 타 영역에서

개념도출, 물질성 구축, 비가시성의 콜라주, 유기적 진행

성 등으로 작품을 분석하였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티븐 홀의 개념수채화는 디자인전개 요소에

서로 다른 톤의 중첩과 병치를 조합하여, 비결정의 공간

색채를 증명하였다. 이는 물에 흡수되어 마르는 종이와

안료, 그리고 움직이는 빛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개념수채화의 혼색에서 나타난 여러 개의 프레

이밍은 장르와 장르, 영역과 영역, 경계와 경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였다. 그러므로 건축가의 의도된 서술적 공

간색채가 아닌 치환의 공간색채가 전개되었다.

셋째, 그의 개념수채화는 공간색채 구조를 이해하여

투사-내적투사를 활용한 명징(明澄)의 빛을 패러디한다.

따라서 관습적인 빛의 활용은 사라지고, 부착력과 발색

도에 의한 용해된 공간색채를 정립한다.

개념수채화를 반영한 스티븐 홀 작품에 나타난 비결정

의 공간색채, 치환의 공간색채, 용해된 공간색채는 디자

인 개념에 다양한 공간색채의 관점을 추구하여, 건축가

의 디자인발상 배경과 디자인전개 요소를 확장시키는 발

판이 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디자인

개념의 도출 과정은 시각언어에 치우치거나 의미작용에

집중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비정형의 공간색채를 추구한

다. 그러므로 뉴미디어시대에 보다 논리적인 전략과 비

전을 위해 본 연구에서 추론한 개념수채화라는 매체는

구체적 실무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특히 ‘마음-눈-손’이라는 초기 개념스케치는 디지

털 툴을 벗어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건축-공간, 건

축-행위, 건축-미의 오류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 초석이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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