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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70여년이라는 긴 건축인생 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랭크 로이드 라이트(1869∼1959, 이하 라이트)

는 자신만의 개척정신과 강한 탐구정신으로 새로운 건축

세계를 이끌어간 근 건축의 거장이었다. 그리고 그리

스, 로마와 같은 유럽의 통 이고 고 인 양식의

면 인 도입과 양식의 충으로 이루어진 당시의 미국건

축에서 벗어나1) 자신만의 새로운 건축스타일로 변용·

용시켰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특히 유기 이고 자연주의 건축가로서, 그의 기본

철학은 자연스러운 자재들의 특징을 가능한 한 활용해야

하고 새로운 자재들을 창의 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2) 이런 개념들의 실천으로 자신이 디자인하는

주택 외벽 디자인에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 이런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건축 개념들을 정립하게 된다.

특히 자신이 디자인한 인공 외벽에 자연 인 재료를

사용하여 자연 요소인 빛을 결합하여 자신의 건축

개념 의 하나인 수평 구성요소를 강조하는 수법으로

사용하는1)등 자신만의 건축 개념을 실 하게 된다. 이

런 수평 구성요소의 강조는 그의 표 리 스타

일의 주거건축에서2) 평원의 자연에서 형성되는 수평선

이라는 건축 기본 개념으로 승화시켜 자신만의 건축

언어로 사용하기도 하 다. 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 개발한 다양한 외벽재료를 사용하여 자신의

디자인 개념을 실천한 건축가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라이트의 건축 작품에 사용된 다양한 외벽 디자

인 방식, 의미, 변화과정 그리고 외벽에 사용된 다양한

재료의 특성에 하여 비교·분석하여 라이트의 창의 인

외벽 디자인 방식에 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1.2. 연구 동향, 범 그리고 방법

우선 연구에 앞서 라이트에 련된 참고문헌들을 종합

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표 1> 그 결과 크게 3개

의 역으로 분류되었다. 1)라이트 작품의 평면구성에 기

1) 20세기 건물이 17세기 는 과거의 양식을 흉내 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건물들은 그 시 의 생활 스타일, 사회 패턴, 사회

조건 등에 부응하여 나온 것인데, 그런 조건들이 20세기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므로 모방의 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루스 룩스 이퍼(이종인 역), 라이트, 미메시스, 2010,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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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그리드 유니트와 공간형태 그리고 내·외부 공

간해석에 한 연구, 2)일본문화, 뢰벨 교육, 탈리에신,

라이트의 자연 등과 같이 라이트의 건축 디자인에

향을 미친 다양한 요소에 한 연구, 3)라이트가 디자인

한 창문, 가구 등과 같이 구체 인 객체에 한 디자인

분석에 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특히 특정 건축

에 한 다양한 이해를 해서는 다양하고 다각 인

근방법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단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다루지 않은 외벽 디자인과 재료에

한 내용을 연구 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

의 시간 범 는 라이트가 건축재료에 한 다양한 실

험이 이루어진 기 건축에서부터 유소니언 건축이 시작

되는 1936년3) 이 까지의 작품을 기본 범 로 설정하여

외벽 디자인 변화와 사용재료의 수법 등을 비교·분석하

다. 연구의 방법은 연구 상 범 내의 건축물을 직

방문하여 근 촬 한 외벽 디자인의 사진·수법 그리고

조사된 재료를 기 으로 하 다. 다만 일부 방문하지 못

한 건축물은 홈페이지의 이미지 사진과 참고문헌에 기술

된 내용을 참고 하 다. 그리고 라이트의 유기 인 건축

과 리 건축에서 강조된 수평 구성요소, 외벽 디자

인의 특성, 외벽 사용재료와 디자인의 변화 과정을 분석

하 다.

한 본 연구의 상인 외벽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구

체 인 객체의 디자인에 한 연구로 분류될 수 있겠지

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디자인 요소를

3) 일반 으로 1909년까지를 리시 라고하고 1910년에서 유소니

언이 시작되는 1936년까지를 암흑시 라고 하지만 이 사이에도

리 스타일의 건축이 이루어졌기에 1936년까지를 설정하 다.

다루는 만큼 본 연구가 기존의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

고 한 연구할 의미가 있다고 단되었다.

2. 건축물의 외벽과 재료

2.1. 외벽의 의미

「벽」이란 건물의 미 아름다움과 공간의 성격을 결

정짓는 요한 구성요소이다. 이는 지붕이 주로 쉘터로

서 작용하는데 비해, 벽은 단순히 공간을 구분 짓는 물

리 객체이기보다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

이다. 다시 말해 하 을 지반으로 달하는 구조방식과

한 련성을 지니며, 라이버시와 역성을 확보해

주며, 단순한 물리 실체에서 벗어나 상징 의미까지

부여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건축가들은 인공

인 벽의 구성을 통해 기억이나 회상의 장소로서 장소

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했다.4) 뿐 만 아니라 벽은 건물

체를 구성하는 한 일부로서 무척 단순해 보이지만, 인

간과 공간의 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복잡성을 다 보여

다. 20세기에 이르러 벽면은 도시 환경과 같은 외부

환경 개선과 생활의 변화, 기술의 발달에 의해 구조

지지체로서의 벽면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창조 조

형요소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벽면은

공간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조형요소로서 뿐 아니

라 지역의 문화와 역사, 인간의 감성 등 다양한 요소를

표 하고자 하는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공간

이미지를 창출하기 하 디자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

다.5) 이런 의미에서 벽이란 일반 인 공간을 한정하는

단순한 물리 인 객체가 아니라 표 방식에 따라 공간의

의미를 표 하고 한 지역의 문화를 변하는 등 다양하

고 복합 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외

피를 뚫고 캔틸 버, 발코니, 지붕 볼륨이 튀어나오게 되

면, 외피는 역동 튀어나옴에 한 상 기 틀 역할

을 하게 되는 것이다.6) 이 게 벽체의 재질감에 따른 표

성을 외부로 드러내는 통 방식은 빛과 그림자의

리한 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명암 차이

는 볼륨과 건물의 존재감을 강화 시켰다.7) 즉, 빛과 그림

자는 우리가 건축물의 형태를 지각하는 수단이고 햇빛은

그림자를 통하여 재료들의 몰딩과 이음매의 윤곽을 증가

시키므로 디자이 가 의도했던 특징을 뚜렷하게 표 하

는 동 인 요소이다. 빛과 그림자가 형태지각의 수단이

라면 색채의 창조 인 사용은 자연 인 재료들의 혼합으

4) 김홍기, 건축 조형 디자인론, 기문당, 2001, pp.268-269

5) 김성혜, 벽에 의한 공간 이미지 변화에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 2006. p.71 재인용

6) 유진상, 근 이후 건축외피 표 방식 재해석에 한 연구, 한건

축학회논문집 19권 11호, 2003, p.221

7) Ibid., p.222

분류

기
연 구 문 헌

1)

공간과
형태

분석

F.L.라이트 건축공간의 결정인자(박재승, 1997) /시각 인지 범 에서
본 F.L.라이트 주택의 공간 구조분석(민나라, 2013) /F.L.라이트 건축작

품에 나타난 라이트의 공간 해석과 구성방법(오장환외, 1998), / F.L.라
이트의 Usonian House를 통한 평면구성과 외부공간의 계(오동민,

2009) /그리드 래닝에 의한 F.L.라이트의 공간패턴( 미, 1998), /건
축의 외 요소가 내재된 F.L.라이트의 커뮤니티 건축 특성(김혜진,

2000) / F.L.라이트 주택건축에 나타난 공간표 특성(라윤지외, 2011)/
F.L.라이트 유소니언 주택 평면의 공간 개념 분석(황용운, 2014) /F.L.

라이트 주택작품의 형태 공간구성 기법(황용운, 2016)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F.L.라이트 유소니아 주택의 공간 구성 비교(황용운, 2016)

2)
디자인

향
요소

분석

F.L.라이트 작품에 나타난 토탈 디자인 개념(서수경, 2000), / 뢰벨 은

물의 형식범주에 나타난 건축공간 계 형태구축(황태주, 2002) /라
이트 건축의 래그머티즘 의의(신유림외, 2007), /미국 통건축

교육체제로서 F.L.라이트 스쿨 사례 연구(김서정외, 2012) /F.L.라이트
유기 건축에 나타난 일본문화의 향(이권 외, 2004), /F.L.라이트의

건축 에 나타난 일본풍의 향과 수용(신승기, 2007) /F.L.라이트와 르
꼬르뷔제의 조망성 개념(김 호, 2002) /F.L.라이트의 텔리에신 웨스트

의 건축화 과정(백종성, 2007) /F.L.라이트 건축에 나타난 뢰벨 시스
템의 용(김민정외, 2010),/ F.L.라이트의 온돌체험과 그의 건축작품에

용과정 의미(김남웅외, 2006) / 라이트 주택의 자연상징과 리얼리
티(조승구, 2006)

3)
구체

디자인
분석

유기 통합의 개념으로 본 F.L.라이트의 가구 디자인 특성(문은미, 2006),

F.L.라이트와 찰스 니 멕킨토시의 가구디자인 특성 비교(하숙녕, 2010),
F.L.라이트의 주택작품에 나타난 창문 디자인(심명섭외, 2007)

<표 1> 기존의 연구 동향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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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고 이런 색채는 환경을 만드는데 있어 일반

인 다른 건축요소들 보다 사람들에 해 더욱 민감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8) 그리고 건축물의 단순성을

추구할 때 가장 이 되는 것은 벽체의 처리수법으로

벽체에 부여되는 장식 정도와 단순함 정도는 건축양식을

별하는 도구가 되어 왔다. 벽체에 많은 장식을 부가한

바로크 건축이 매우 복잡하게 읽 지는 반면, 일체의 장

식이 배제된 근 건축은 평활한 벽체를 통해 단순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장식이 배제된 벽체의 단순성이야말로

근 건축의 표 인 조형언어인 것이다.9) 표 인 사

례로 르네상스 양식의 메디치궁에 사용된 러스티 이션

(Rustication)10)과 근 건축의 단순성을 변하는 미스의

바로셀로나 빌리온의 벽체 구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좌 : 르네상의 양식의 메디치궁(피 체)에 사용된

러스티 이션(Rustication), 우: 미스의 바로셀로나 빌리온

라이트 역시 “건축가는 하나하나의 재료를, 그것이 낡

은 재료든 새로운 재료든, 천연재료든 합성물이든 그 자

체의 고유 스타일을 규명하는 잘 훈련된 상상력을 길러

야 한다.” 그리고 “모든 재료는 아름다우며 그 아름다움

은 다분히 는 으로 건축가가 그 재료를 어떻게 사

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라고 이야기 했듯이 그는 그의

말과 같이 벽돌을, 콘크리트를, 유리를, 라스틱을, 목재

를 … 놀라운 상상력과 소재감으로 디자인하여 사용하

다.11) 특히 건축이 단순한 상자형의 형태로 환원되는 경

우 그 볼륨의 비례 벽면의 패턴이 상당히 요하게

여겨진다.12) 여기에서 외피의 형태를 제거해 요소화 시

키고, 표면 요철을 제거하여 추상화시키면 찰자의 시

선은 형태나 표면효과 신 요소와 요소가 만나는 부분

이나 디테일로 이동한다.13)라고 할 정도로 벽면의 디자

인은 건축물 디자인에서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2. 건축물과 외벽재료

8) 주숭범 역, 건축디자인 요소, 도서출 국제, 1996, pp.37-38

9) op. cit., 김홍기, p.273

10) 르네상스 건축의 충부를 거칠게 다듬은 석재를 사용하여

패턴이 매우 강하게 부각되는 팬턴을 러스티게이션이라 한다.

11) 황철호, 월간 건축세계, 2000, 9 디테일&디자인, p.160

12) 황용운, 이정호, 건축구성의 수법, 보문당, 2002, p.29

13) 리트벨트 슈뢰더 하우스에서 요소(외벽)들의 요철을 없애고 분 된

외벽들이 상호간에 연결 방식을 달리하여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외벽의 재질과 문양 보다 외피(외벽) 요소간의 연결 계에 시선이

집 되는 표 주택사례이다. 유진상, op cit., p.221

우리들의 감각 경험은 량과 온도와 건(乾), 습(濕)

등의 각에 따르지 않고 시각 으로 표면의 성질을 느

낄 수 있다. 물체의 표면상의 특징을 시각을 통해서 지

각하게 되는데, 이때 재료의 무늬에 따라서 표면에는 다

른 시각 효과가 표 된다. 이것은 건축의 외벽에도 표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공간의 조형 가치

를 높이는데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14) 그리고 문명

기 건축물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은 거의 한정된 재

료들 뿐 이었다. 이후 재료의 발 과 재료의 사용은

기 문명 이래 디자인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일 뿐

아니라 모든 양식에 향을 주었다. 어떤 형태들은 재료

를 한 디자인 표 에 있어 필수 인 요소이고 재료들

과 형태의 융합은 모든 건축물의 디자인에 한

인 목 이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재료들이 그 구조에

한 표 방식인 자체의 독특한 디자인 언어를 갖고 있

기 때문이다.15) 건축이라는 행 가 시작된 이후 사용된

재료 에서 가장 원시 이며 자연 인 재료가 나무라면

벽돌은 자연 그 로의 재료인 진흙의 변형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기 벽돌 형태는 손으로 주형 된 진흙과 짚의

혼합으로 만들어졌고 인공 인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

서 굳어졌다. 반면에 콘크리트는 탁월한 탄력성과 다양

성을 갖고 있으며 우아한 조각 형태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근 건축재료로 가장 보편 인 재료이다. 한 석

재와 같이 단단하고 상 으로 유연성과 탄력성이 있으

며 생산하는데 있어 경제 이며 내화성도 뛰어나다. 20

세기 건축디자인에 있어 콘크리트 사용은 건축의 형태구

성 뿐 아니라 건축발 에 필수 인 재료가 되어 버렸다.

2.3. 재료의 특성과 질감

건축재료의 특성은 작가의 조형 표 의 한계를 더욱

넓게 확장시켰고 그 재료가 지닌 구조역학 가치는 작

가가 가진 디자인 감각에 한 표 욕구를 충족시켜주

고 있다. 조형에서 표 된 물 소재의 특성에 따라 표

성은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소재결정에 따른 조형

의 표 결과는 동일한 형태, 동일한 크기에서도 유발되

는 감각 표 의미가 달리 느껴지는 것이다. 소재의 특

성은 그 표 의미를 달리 할 뿐 아니라, 그 표 의 결

과 특성에 따라 시각과 감응 쾌감도 달리 표출하는

것이다.16) 당시 근 건축이 공업 형식의 새로운 세계

를 추구하고 재료의 획일 사용, 량생산된 재료 등

기계 문명이 스며든 시 로 주택과 기계가 주거환경을

획일 으로 사용한 것에 반해 라이트는 재료를 사용하는

독특한 방법을 고집했다. 즉, 재료는 그 자체가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라이트는 벽돌

14) 김효일, 건축 의장론, 경남 학교출 부, 1997, p.78

15) op. cit., 어니스트 버든(주숭범 역), p.62

16) 이호진 외 1, 건축조형사고론, 산업도서출 공사, 1993, pp.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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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벽돌로 목재는 목재와 같이 모든 것들이 재료 그 자

체로 정직하게 보여지도록 했다.17) 한 사용재료의 재

질감은 조형표 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단히 요하다. 일반 으로 유사한 재료와 조합에 의

한 조화가 많으나, 천연재료(나무, 돌)와 공업생산 재료

(철, 스테인 스 스틸, 알루미늄)와의 조합이나, 콘크리트

타설면과 모르타르 마감면과의 조합 등 비 인 조화

등에서도 단히 높은 조형효과를 얻을 수 있다.18) 이와

같은 재료의 재질감은 그 재료에 평탄함과 명암의 효과

에 따라 질감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질감은 시각 인

명암효과와 감 인 느낌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3. F. L. Wright 주택 외벽 디자인의 변화

3.1. 라이트의 건축 재료에 한 기본 개념

라이트는 미국의 평원 그리고 미국의 통과 직결하

여 성장해온 건축가 기 때문에 본능 으로 리( 평

원)를 사랑한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자신이 자라온 평

원에서 수평선 모티 를 찾아냈고, 이를 미국의 자연

에 응되는 디자인으로 승화시켰으며, 자신만의 건축

언어로 발 시켰다. 이는 그가 주장했던 유기 건축이

며, 리라는 평원에 어울리는 한 건축-기능에

합하고 재료에 하고, 구조 기술에 합당해야 된다

는 것-그것이었다.19) 이런 이유 때문인지 라이트의 디자

인은 기부터 자연 , 유기성, 서부 리, 모더니즘,

그리고 작품을 통한 미국의 특성 탐구에 을 두었다.

그의 작품에 사용된 재료 선택 역시 시공 방법에 따라

재료의 특성을 최 한 조화될 수 있도록 하 다. 한

그의 작업은 자연의 질서와 깊이 연 되어 있었는데 이

는 물리 인 형태와 자연과의 상 성이 인간의 정신 상

태를 상승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연

에서 온 재료를 선호하 고, 재료의 솔직한 표 이 장식

가치를 다고 생각했다. 특히 “돌”의 자연성을 좋아

했고, ‘목재’를 가장 친근하고 아름다운 재료로 생각했으

며, 이런 자연 재료를 통해 유기 건축을 실 하고자

했다. 한 ‘유리’는 내·외부를 유기 으로 연계시켜 주기

도 하고 풍경을 반사시켜 다고 선호했다. 그러기에 그

가 선호했던 재료는 석고, 나무, 벽돌, 풀로 된 마감 재

료의 자연스러운 질감과 Golden Brown, Olive Green,

Tan(진한 갈색) 등의 자연 색채를 좋아했다. 20) 한

그는 건물이 기계가 생산해낸 제품에 바탕을 두어야 하

17) 조승구, 라이트 주택의 자연상징과 리얼리티에 한 연구, 한국주

거학회, 17권 2006, p.7

18) 김효일, 건축의장론, 경남 학교출 부, 1997, p.79

19) 황용운, 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주택답사, 시공사, 2013, pp.58-60

20) 서수경, 랭크 로이드 라이트 작품에 나타난 토탈디자인 개념에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0, p.230

며, 건축은 새로운 가능성을 술 으로 표 하고 이 가

능성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형태를 발견해야 한다고

믿었다.21) 그래서 라이트는 본질 인 미를 창출하고 의

미가 가능한 곳을 자연으로 보았다. 그리고 고 이고

통합 인 인식의 틀에서 지배 인 양식이나 틀이 아닌

다양하고 개성 인 것을 추가하 다.22) 그리고 라이트는

재료의 특성을 그 로 사용하는 독특한 방법을 고집했

다. 즉, 재료는 그 자체가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벽돌은 벽돌로 목재는 목재와 같이

모든 것들이 재료 그 자체로 정직하게 보이도록 했다.23)

3.2. 라이트 건축 외벽 디자인의 변화

라이트의 리 주택의 시작을 본격 으로 알렸던 주

택이면서 그의 건축 재능을 부각시킨 리암 헐만

슬로 주택(William Herman Winslow House, 1893)의 경

우 외벽 1층은 황갈색 벽돌을 주재료로 사용하 고, 2층

은 1층보다 좁은 수평 띠처럼 진한갈색의 문양과 창문

으로 확연히 1층과 구분되는 외벽으로 디자인되었다.

<그림 2> 상·좌- 슬로 주택-2층 장식문양과 1층 벽돌벽면이

확연히 구분되어진 모습/ 상·우- 조지 바튼 주택 1, 2층 구분외벽

/하·좌- 굿 리치 주택과 하·우 - 랜시스 J. 울 이 주택의 1, 2층

구분외벽

즉 외벽은 서로 다른 색을 이용하여 층을 구분하고 있

을 뿐 아니라 2층 벽면의 폭을 유달리 좁게 표 하여 수

평 테두리처럼 인식되어 1층과 명확히 구분시키고 있다.

그리고 비록 2층 벽면에 철재 곡선으로 장식된 진한 갈

색 문양을 벽에 부착하 지만 1충 벽면에 사용한 벽돌은

돌출시키는 수법과 같은 디테일을 사용하지 않았고 일반

인 벽돌 쌓기로 하나의 면처럼 벽면을 디자인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외벽을 색채와 재료에 의해 층을 구분하

는 디자인 방식은 라이트의 기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재료와 시공상의 디테일을 사용하지 않

고 단순히 재료와 색채로만으로 벽면과 층을 구분하고

있는 사례 주택으로는 챈시 리암 주택(Chauncey

21) 신유림, 임석재, 랭크 로이드 라이트 건축의 래그머티즘 의

의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3권, 2007, p.175

22) op. cit., 조승구 p.6

23) op. cit., 조승구 p.7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6호 통권119호 _ 2016.1236

Williams, 1895)과 해리 굿리치 주택(Harry C. Goodrich,

1896), 랜시스 울 이(Francis J. Woolley, 1893), 바튼

주택(Gorge Barton house, 1903) 등이 있다.<그림 2>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아서 데 포트 주택

(E. Arthur Davenport House, 1901)의 경우 층별 색채와

재료를 달리 사용했고, 헨리 월리스(Henry Wallis

Cottage, 1900)주택의 경우에는 1, 2층 외벽 모두 재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앞에서 설명한 슬로 주택과

다른 은 재료의 선택이 다르다. 2개 주택 모두 1층은

재를 그 로 사용했고, 2층은 재 에 라스터를

사용했고, 색깔과 재료가 확연히 다른 것을 사용하여 층

을 구분을 하고 있다. 2개 주택 모두 동일하게 외벽

에 사용된 재에는 가로로 같은 색깔의 각재를 부착하

여 4각형 각재의 굵기에 따라 햇빛과 그림자의 강도를

달리하여 수평선이 선명하게 강조되어 수평선의 선 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조지 메디슨 러드 주택

(George Madison Millard, 1906) 24)은 다른 재료와 색깔

로 층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외벽을 재를 사용하고 외

벽 체에 각재로 수평띠를 돌려 햇빛에 뚜렷하게 수평

띠가 인지되도록 디자인했다. 이와 같은 외벽의 각재 사

용은 외벽의 명암 차이를 만들어 볼륨과 건물의 존재감

을 강화 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 단된다. 이외

에도 Mrs. George Gerts double(1902)주택, Fred B.

Jones(1900)주택 등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그림 3>

<그림 3> 상·좌·우-데 포트 주택 외 과 각재로 수평선을 강조한

외벽 /하·좌·우- 러드 주택의 외 과 데 포트 주택과 같은 외벽

1902년의 아서 허슬 이 주택(Arthur Heurtley House)

의 경우에는 앞의 두 사례를 종합하여 완성된 작품이라

평가 할 수 있다. 외벽에 사용된 벽돌은 황갈색 표 벽

돌(8과 1/4×2와 1/4인치)로 3켜 고르게 쌓고 다음 켜는

돌출시키고, 다음 켜는 고르게, 다음 켜는 돌출시키는 방

식을 반복 사용하여, 멀리서 보면 외벽이 황갈색 보드로

만들어졌고 여기에 졸 와 두겁돌25)을 가로방향으로

24) Mrs. Millard는 17년 후에 라이트에 의뢰하여 라 미나아투라(La

Miniatura 1923)를 짓게 된다. (본문 그림 8참조)

25) 빗물이 벽체/본체에 침투하지 않도록 옹벽(벽) 상부에 씌우는 돌을

말합니다.

것처럼 보이도록 디자인 되었다. 이러한 표 은 자신의

자서 에서 「건축에서 표면을 표 으로 바꾸는 것,

선을 강조하는 것, 자재의 결을 높이는 것, 상상력의 패

턴을 만들어 내는 것 등은 건축 진술(陳述)을 더욱 웅

변 으로 만들고, 건축형태를 더욱 의미심장한 것으로

만든다.」26)라고 이야기 했듯이 그의 건축 개념을 그

로 실 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

<그림 4> 허슬 이 주택 외 (우),외벽(좌) - 멀리서 보면 보드로

외벽에 졸 를 가로 방향으로 듯한 느낌을 다.

리 기 이후로 어들면서 앞에서 기술한 주택의

외벽 디자인 방식과는 달리 1층, 2층의 외벽을 라스터

재료 등으로 통일하거나 동일한 색채를 사용한다. 반면

에 층간 구분을 외벽의 재료와 색채로 구분하지 않고 상

층부의 외벽은 1층의 벽보다 폭이 좁은 수평띠 모양으로

창문을 가로방향으로 연이어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평성

강조와 층을 구분하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림 5> 상·좌-키번 인겔즈 주택/ 상·우- 리츠 주택/

·좌-그리드 이 주택/ ·우-로비하우스 /하·좌-토멕하우스

/하·우–마틴주택 2층 외벽을 수평띠와 같은 창으로 디자인

그리고 형태 인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외벽의 벽

면을 굳이 벽돌을 돌출시키거나 수평각재를 붙이는 부수

인 디자인 수법으로 수평 인 요소를 강조하지 않고

체 인 형태에서 주택의 층부 지붕을 길게 빼는 방

식과 같은 캔틸 버로 수평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즉,

벽면에서 표 되지 못한 디테일과 수평성의 강조가 주택

의 형태 인 면이 보강하는 것으로 변한 사례라고 할 수

26) 황용운, 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주택답사, 시공사, 2013,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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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표 인 사례로 키번 인겔즈 주택(J. Kibben

Ingails House, 1909), 워드 필드 리츠 주택(Ward

Winfield Willits House, 1901), 그리드 이 주택(A. W.

Gridley Residence, 1906), 로비 하우스(Robie House,

1910), 토멕 주택(Ferdinand F. Tomek House, 1907-08),

다 마틴 주택(Darwin Martin House, 1904), 스터코

트 주택(Burton J. Westcott, 1904) 등이 있다.<그림 5>

앞에서 살펴본 여러 리 스타일 주택에서의 외벽

디자인은 수평 인 요소를 강조하기 한 다양한 방법들

- 외벽에 폭이 좁고, 다른 색채로 층과 수평성을 동시에

강조하거나, 외벽에 수평띠와 같은 창문을 설치하거나,

벽돌 내어쌓기와 부수 으로 두겁돌을 설치하는 방식,

평면 인 외벽의 재에 수평 각재를 부가하는 방식 -

에서 주택의 형태 인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

로 변해왔다. 반면에 동일한 리 시 의 작품이지만

외벽에서 수평성보다 오히려 수직성이 강조된 경우도 있

었다. 주로 리 박스 27) 형태를 가진 주택에서 보이는

외벽 디자인인데, 이는 이 의 방식과 달리 외벽에 기둥

과 같은 형식의 아주 굵은 창문 임을 이용하여

리 특징인 수평 인 요소보다 오히려 수직 인 요소를

강조하는 경우이다. 사례 주택 작품으로 리 박스 의

가장 표 인 작품인 드릭 보크 주택(Frederick C.

Bogk House, 1916)을 들 수 있다. 이 주택의 외벽 디자

인은 세로 을 메우고 가로 만 으로 시공하는

수법과 허슬 이 주택에서 사용한 벽돌 내어쌓기를 사용

하여 주택의 디테일한 이미지는 가로 (수평선) 만이

인지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테일

한 가로 보다 정면에 창문을 사이에 두고 수직으로

올라간 기둥의 수직 요소가 더욱더 강하게 강조된 경

우이다. 이런 방식은 일본제국 호텔(동경, 1923)에서도

사용되었고 특히 메이어 메이 주택(Meyer May House,

1909)의 경우에는 세로 만 강조하 을 뿐 아니라 벽

돌을 한 켜는 돌출되게, 다음 한 켜는 후퇴시키는 방식

<그림 6>으로 외벽을 디자인하는 방식을 일부 사용하기

도 했지만 정면의 체 인 외벽 디자인에서 2층까지 연

결된 수직기둥의 이미지가 더 강하게 인지되고 있다. 이

런 경우 같은 색과 재질(심지어 벽돌색과 동일한

색을 사용)의 재료로 사용하 기 때문에 원거리에서의

외벽의 이미지는 평평한 면으로 보일 수 있지만 햇빛이

비추는 날에는 오목 들어간 에 그림자가 생겨 수평

띠가 뚜렷이 인지되는 다른 외벽디자인을 느끼게 된

다. 그러나 정면 거실 외벽에 돌출된 벽돌기둥이 더욱더

강조되어 보크 주택과 같이 수직성이 강조되고 있다.

27) 수평성이 강조된 주택이 리 스타일의 특징이라면 이들 에

정사각형의 평면유형을 가진 주택 유형을 Prairie Box라고 부른다.

<그림 6> 상·좌 - 보크주택 외벽 2층까지 이어지는 벽돌기둥과/

상·우 - 세로 은 없고 가로 만 보이고 / ·좌 –

메이어주택 거실부분의 외벽의 기둥/ ·우 -도쿄 호텔의 입면이

보크주택과 창문틀의 기둥이 강하게 인지되어 수직성이 강조되어

보인다.

하·좌 메이어 메이 주택의 외벽디테일 2층 외벽 일부-한 은

돌출 한 은 오목하게./하·우-햇빛에 의해 가로 이 그림자로

강하게 강조된 모습

이와 같이 외벽에 기둥과 같은 수직 요소를 강조하

는 방식의 외벽처리는 라이트의 기 건축에서 실제 으

로 기둥으로 장식한 주택 외 에서 발 된 것으로 단

된다. 라이트가 독립하기 설리반 사무실에서 일을 하

는 동안 당시 미국에서 유행한 고 양식인 기둥양식을

일부 주택건축에 용하게 된다. 1891년에 설계한 제임

스 챤리 주택(James Charnley house, Ill)이 가장 표

인 사례이다.<그림 7> 그리고 이러한 입면상의 일부 기

둥 차용은 주택건축 뿐 아니라 리 기 일반 건축에

서도 보이고 있다. 라이트가 셜리반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설계한 그의 시카고 작업실 입면구성(1898), 그리고 유니

티 교회(Unity Temple, 1904)입면의 상부구조에서 볼 수

있는 기둥 양식 등이 유사한 수직 요소로 디자인되고

있다. 이런 독립 수직 요소가 일부 변형되어 라킨

빌딩(Larkin Building, 1904)의 외벽에 비독립 인 벽돌

기둥 양식으로 표 되었고 이는 1909년 내셔 뱅크

(Park inn Hotel and City National Bank, Iowa), 그리고

라이트가 디자인한 창문 에 "kinder- symphony" 창문

으로 가장 유명한 어베리 쿤리 이주택(Avery

Coonley Playhouse, 1912) 28), 1916년 보크주택, 1923년

도쿄제국호텔 등의 입면 디자인까지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그림 7> 비록 색채나 재료, 패턴을 이용하여

벽면을 분할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와 같이 벽면에 기둥

28) 재 National Historic Landmark로 지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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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수직 요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수직 요소인

기둥 배열을 통하여 변화 없는 큰 면 의 공간의 크기를

조 할 수 있다는 과 평평한 벽면에 기둥을 배치함으

로써 단순한 벽의 길이와 벽체와 벽체사이의 공간으로

분 시켜 단조로울 수 있는 외벽에 변화를 수 있는

장 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7> 상·좌-시카고의 라이트 작업실 입구/ 상·우-유니티 교회

경 / ·좌-라킨 빌딩 경 / ·우-제임스 챤리 주택 /

하·좌- 크인 호텔과 네셔 빌딩 / 하·우-어베리 쿤리

이하우스 모습

한 수직 기둥을 통하여 벽면의 형태, 높이, 폭, 개구

부, 재질, 패턴을 변화시켜 그것들이 단순한 벽면에 의해

한정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공간에 한 다양한 상상

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 단된다. 뿐 만 아니라 기

둥에 의한 벽면의 첩이나 기둥 사이의 유리를 통한 공

간의 이로써 벽면이 가지는 일반 인 속성인 공간을

폐쇄하고 한정 하는 역할도 하고 한 보다 극 으로

건물 내·외부의 시각 , 공간 연속성을 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오는 공기, 빛, 소음 등을

자유롭게 조 하여 표 할 수 있고, 공간의 깊이감, 연속

성, 방향성을 지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다. 추

가 으로 기둥 등을 통하여 단순해질 수 있는 벽면을

이 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일반

으로 수직 형태가 수평 평면보다 더 동 으로 느

껴지며, 공간의 볼륨을 규정하고 그 내부를 강하게 에워

싸는 기분을 제공해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29) 이런

의미에서 라이트는 리 박스 형태의 건축물은 기둥들

에 의해 건축물의 공간 형태를 확실히 규정하여 리

박스의 이미지를 확실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둥을 통

하여 내·외 공간의 유기 흐름을 조 하여 리 건축

의 개념을 실 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1920년 이후

29) 김효일, 건축의장론, 경남 학교출 부, 1998, p.212

에 들어오면서 라이트의 벽면 재료에 다른 환이 이루

어진다. 여기에는 단순히 디자인 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당

시 미국의 경제성과 통재료에 한 구조의 한계를 인식하

게 된다. 이후 그가 설계한 비용 주택들은 건축주에 의해

짜 맞출 수 있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구성되었으며, 개개인의

기호에 맞추기 해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을 가진 블록을

만들었다. 콘크리트 블록은 생산성 면에 있어 나무보다 더

앞섰으며, 사람이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졌

다.30) 그 표 인 것이 텍스타일 블록이다.<그림 8>

<그림 8> 상좌-텍스타일 블록과 블록사이에 철사가 보강된 모습

/상·우-텍스타일을 사용한 Charles Ennis 주택 외벽 / ·좌-라

미니아투라 주택 / ·우-빌트모아 호텔 게스트룸에 사용된 블록/

하·좌-튜 주택에서 블록을 사용한 거실 외벽/ 하·우-텍스타일을

사용하여 시공된 빌트모아 호텔의 정면 모습

일본에서 제국호텔 설계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캘리포

니아에 라 미니아투라(La Miniatura 1923, 그림 8)를 설

계하면서 당시 미국에서 천 받고 있는 콘크리트를 과감

하게 주재료로 사용하여 만든 일명 텍스타일 블록31)을

사용하게 된다. 이 텍스타일 블록은 이 에 사용한 벽돌,

목재와 달리 모듈화된 사각형의 블록으로 “울 짜기

(woven)”와 같은 형태로 상·하·좌·우 마주하는 블록사이

로 철사와 같은 가는 철근 같은 것으로 서로 연결시켜

단단하게 결구하는 방식이다. 이 텍스트타일 블록의 특

징은 이 의 다른 벽돌시공과 달리 시멘트로 착이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 되었듯이 울을 짜듯

숨겨진 철사 같은 것으로 블록을 서로 연결시켜 단단하

게 연결·보강하는 방식이라 텍스타일이라 불리게 되었다.

한 이 타일을 사용하여 건축된 애리조나 빌트모아

30) 신유림, 임석재 op. cit., p.175

31) 사실 텍스타일(Textile)은 테라코타 타일로 이미 NATCO (National

Fireproofing Company)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

고 후에 Griffin에 의해 Knit-lock블록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한다.

William Allin Storrer, The Frank LLoyd Wright Compan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IVISED EDITION, 2006, 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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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zona Biltmore Hotel, 1927)호텔을 계기로 탈리에신

웨스트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곳을 심으로 본

격 으로 캘리포니아 지역까지 자신의 건축세계를 실

하게 되는 기를 마련한다. 그리고 이런 텍스타일 블록

의 사용은 캘리포니아 지역을 심으로 Charles Ennis

주택(LA. 1923)외에 3개 주택에 사용되기도 했다.32) 이

후 텍스타일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조 씩 변형되어

유소니언시 의 주택에도 사용하게 된다. 표 인 사례

로 유소니언 주택인 튜 주택(Turkel House, 1955)이

있고 특히 이펄 주택(Arthur Pieper, 1952)33)주택에서

는 유리가 삽입된 유니트 블록들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림 9> 좌 - 이펄 주택이 리노베이션 되기 의 모습/ 우 –

리노베이션을 하여 텍스트타일 블록을 해체한 모습

4. 결론

라이트는 외벽이란 단순히 공간을 나 는 물리 오

제가 아니라 그 시 의 경제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의 체 인 형태 이미지를 표하는

건축구성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라이

트 역시 시간의 흐름과 당시의 상황에 따라 외벽의 디자

인과 다양한 재료의 사용 그리고 경제성과 통재료의

구조 한계를 인식하면서 자신만의 많은 변화를 시도하

다. 이러한 시도는 자신만의 건축 이미지를 시 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자신만의 독특한 건축 이미지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 자신의 자연주의 건축 개념에 따라

건축에서 가장 원 인 재료인 나무와 벽돌같은 자연재

료 자체의 특성을 그 로 노출시키는 정직한 방법을 사

용 했다. 그리고 자신만의 변용을 통하여 자연의 빛과

조화시켜 명암의 효과에 따른 질감의 차이를 만들어 내

고, 질감은 시각 인 명암효과와 감 인 느낌을 만들

어냈다. 이와 같이 외벽의 수평 디테일을 강조하는 방

식으로 기본 재료의 특성을 최 한 활용하면서 자신만의

리 건축의 형태 이미지를 창출하 다. 한 당시

미국에서 외벽재료로 사용하지 않았던 콘크리트를 유니

트 블록인 텍스타일로 만들어 사용한 과 각 블록을 시

멘트풀로 고정하지 않고 철사로 연결하여 사용했다는

32) Lawrence W. Cheek, Frank Lloyd Wright in Arizona, Rio Nuevo

Publishers, 2006, pp.11-12

33) 1996년 수리되어 외벽의 텍스트타일 블록이 완 히 해체되고 일반

블록으로 체되어 기와는 완 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은 라이트의 단순한 창의 인 재료사용이라기 보다 당시

의 경제성과 통재료에 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만들어

진 것으로 시 의 문화 요소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라이트의 외벽 디자인 특징과 사용재료를 그

의 기 건축에서부터 리 후기까지를 정리하면 <표

2>의 1부터 6까지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 알 수 있었다.

<표 2> 외벽 디자인 변화 특징

구분 외벽의 디자인 특성 재료

1
목조 외벽에 색을 달리하여 층을 구분, 2층 부분을 1층보다

낮은 것으로 표 하여 수평성을 강조하는 디자인
목재

2
평탕한 재의 색을 달리하거나 외벽에 각재를 수평방향으로

띠처럼첨부하여수평선을 강조시키는디자인을사용

3
1층 외벽은 벽돌 내어 쌓기로 돌출, 2층은 1층보다 낮으면서 이

질재료인 유리창을사용하여층과 벽을 구분하는 방식

벽돌

+ 유리

4

층 구분없이 동일 색채와 재료( 라스터)를 사용, 2층은 수평띠

모양으로 창문을 가로방향으로 연이어 설치하는 방식으로 층을

구분, 여기에 지붕을 낮추어 수평성에 시 지 효과를 만들어냄

라스터

+ 유리

5

리박스에서는 벽돌내어쌓기보다 수평 을더욱더 오목하

게강조하려 했지만수직성이 강한 외벽 기둥으로인하여 수평성

보다 수직성이 강조되었지만 외벽기둥으로 단조러워질 수 있는

외벽의면을 분 시켜 새로운형태 이미지로외벽디자인 창조

벽돌

+ 콘크리트

6 콘크리트 블록 개발(텍스트 타일) - 유소니언 주택으로 이어짐 콘크리트

<표 2>에서 정리된 내용 외에도 외벽의 색이 층에

계없이 모두 같아 층간구분이 모호하고 수평성의 강조가

약한 경우 주택의 형태 변화 - 캔틸 버, 지붕 등 –

를 통하여 수평성을 강조하는 방법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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